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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숨터 VR’ 연출 분석 – 롱 테이크 기법을 중심으로

KBS 'Summter VR' directing analysis - Focusing on the long tak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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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R 콘텐츠 제작은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영화제작사, 게임업체, VR 콘텐츠 프로덕션 등이 활발하게 제

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R 시장이 확대되고, VR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상파 KBS

‘숨터 VR’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제작되어 왔으며, 2D영상과 VR영상이 동시에 방송되어 이 두 영상자료

를 비교 분석한다면 유의미한 연출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 ‘숨터 VR’을 시간대별로 샷

(컷)을 분석한 바, ‘숨터 VR’의 영상 연출은 평균 30초 이상의 롱 테이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동시에 관객이 롱 테이

크 연출의 지루함에 빠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하고 있었다. ‘숨터 VR“영상에서 대부분의 영상 연출은 롱

테이크의 미장센 기법이었다.

주요어 : VR연출, 숨터VR, VR 롱 테이크, 지상파 VR 콘텐츠, 미장센 VR

Abstract VR image content producers are now terrestrial broadcasters, movie studios, game companies, and VR 
content producers (productions). As the VR market begins to form, investment in VR image content production 
is also expanding. The terrestrial KBS 'Summter VR' has been produced steadily from 2016 to 2017. 2D and 
VR images were simultaneously broadcast. If we compare and analyze these two image data, we could get a 
meaningful presentation. In this paper, 'Summter VR' is analyzed by cutting the image by time. "Summter VR" 
was using a long take for an average of 30 seconds or more, and at the same time, it was choosing a 
beautiful place so as not to fall into the boredom of long take directing. Most of the images of 'SummterVR' 
were long take techniques using the mise en scene VR technique.

Key words :   VR directing,  SummterVR, VR Long take Shot, Terrestrial VR contents, Mise en scene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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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VR콘텐츠의 제작이 2014년 오큘러스 VR사가 페이

스북에 20억 달러로 인수되면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

었다. VR시장은 이제 VR기기 중심에서 벗어나 애플리

케이션과 콘텐츠 분야로 크게 생성되고 있다. 디바이

스/플랫폼/콘텐츠가 융합되어진 거대한 VR 생태계가

형성 되고 있다. 구글, MS, 소니, 삼성과 네이버, 세계

IT 기업들과 디즈니 등 콘텐츠 기업까지 VR 산업을 준

비하고 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외에 의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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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건축,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와 업종에서 VR 비

즈니스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1].

의료계에서는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클라크 애틀랜타 교수인 Max North은 가상

현실 치료(Virtual Reality Therapy, VRT)라는 용어를

1992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다.

가상현실치료(VRT)는 처음에는 고소공포증이나 비행

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과 같은 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

스를 치료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사용자는 VRT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하나의

합성(synthertic)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다[2].

VRT가 의료계에서 실제와 비슷한 체험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거두듯이 방송계에서도 시청자에게 실

제와 같은 VR영상으로 시청의 만족감을 전달한다.

이때 방송계에서 말하는 VR영상이라는 것은 ‘사용자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와 비슷한 시간적, 공간적 체험을

하도록 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실감영상’을 말한다. 즉 VR영상이란 사용자가

HMD(머리에 장착된 영상 인지장치)를 사용하여 볼 수

있는데, 구현된 가상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

어진 콘텐츠를 말한다[3]. 본 논문은 지상파 VR영상인

KBS ‘숨터 VR’영상을 분석하여, 실사 VR 영상 제작을

체계화 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KBS VR 영상 콘텐츠의 현황

VR 콘텐츠제작은 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영화제

작사, 게임업체, VR 콘텐츠프로덕션등이활발하게제작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R 시장도 커지고, 투자규모도

확대되고있다. 방송 VR은 다양한연령의대중적소비층

이있는영역이기때문에해외에서는이미VR을영상콘

텐츠에 접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3].

KBS는 2018년 5월 한류 콘텐츠 프로그램을 이용한

VR 체험존을여의도 KBS 신관에문을열었다. KBS VR

체험존은 드라마 ‘전설의 고향’, ‘구르미 그린 달빛’, ‘태양

의후예’를 비롯해예능프로그램 ‘1박2일’ 등 KBS의프로

그램 속의 에피소드를 주제로 VR 영상 콘텐츠를 구성했

다[4]. 또한 페이스 북 KBS WORLD 페이지를 통해서

VR 영상을 홍보하고 있다[5].

2016년 8월 ‘방송의날기획숨터VR’프로그램이국내

처음으로모바일VR과지상파 2원으로동시에 생방송되

었고, 이어서 ‘숨터 VR 서울미래유산-100년후보물찾기’

가 방송되었다. KBS ‘숨터 VR’은 일상생활에서 쉬어갈

수있는시간을방송이전달하겠다는목적으로제작된힐

링 콘텐츠 프로그램이다. HMD라는 VR 영상 시각 인지

장치를 쓰고 ‘숨터 VR’영상을 보면 마치 영상의 세계에

들어선듯이느끼고힐링을할수있게제작하는게기획

의도였다.

2016년 2회의 VR특집에이어 2017년 신년특집으로방

송된 ‘지붕없는 박물관’이 8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연이어

KBS가숨터라는프로그램을통해 VR영상콘텐츠를시리

즈로 계속 제작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례이다.

첫 번째 숨터 VR시리즈인 ‘방송의 날 기획 숨터 VR’

은 8부작으로모바일VR과연계해대한민국의대표절경

을 360도 VR로표현한영상이다. 두번째시리즈인 ‘숨터

VR 서울미래유산-100년후의보물찾기’도 8부작으로 100

년 동안 가업을이어온 양복점, 민주화 운동의 산실학림

다방, 3대째운영되어온이발소등과거의기억과감성을

그대로보존하고있는장소들이 360도 3D 입체영상을통

해 표현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보여준 KBS 숨터 VR시리즈

는유래가없는 VR콘텐츠제작기이며, 이 과정을분석하

는 것은 지상파 VR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KBS의 대표적인 힐링 프로그램인 ‘숨터 VR’은

VR영상의난제인사이버멀미를어느정도고려한영상이

란점에서본논문의연구대상으로선정되는의미가있다.

2. VR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연출법 연구

VR 영상이 각광 받는 이유는 영상이 가상임에도 불

구하고 실감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KBS ‘숨

터 VR’ 제작팀은 홈페이지에 언급했듯이 공간성 즉 현

실의 3차원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체험, 몰입감 즉 실제

같은 가상현실을 제공해서 신체의 모든 감각이 완전히

몰입되는 느낌, 그리고 상호작용 즉 사용자가 참여해

체험하고 느끼는 영상을 고려해서 ‘숨터 VR'을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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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VR의 현장몰입감과 체험성을 재현하는데 아

직은 기술의 한계가 있어 VR 영상 산업의 발전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VR 콘텐츠 이용자가 HMD

를 사용할 때 겪는 사이버멀미증상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HMD로 VR콘텐츠를 보는 사용자는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을 느끼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심할 경

우에는 구토를 하거나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증상

을 사이버멀미(cybersickness)라고 한다. 사이버 멀미의

원인은 시각과 전정감각의 괴리로 발생한다는 것이 현

재 널리 인정되는 이론이다[6]. 전정체계는 우리 눈과

머리의 움직임에 관련된 정보를 신경계에 전달하고 신

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육으로도 신호를 보내

어 시각과 우리의 자세를 일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상환경에서는 시각적 자극에 호응하는 물리적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전정기관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아 사이버멀미가 유발될 수 있다[7].

SuperDataresearch 자료에 따르면 많은 새로운 기술

이 개발되면서 증강 현실과 혼합 현실 성공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XR 시장(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은 2018년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를 통해 합쳐서 $ 7.6B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게임은 2018년에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수익의 과반수

58%를 계속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게임에 대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VR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에 소비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분

석한다[8]. AR과 MR은 투자금을 많이 끌어당기는 대

신에 VR영상은 시장형성에 실망감이 생기고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그 큰 원인으로 사이버멀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휴먼팩터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9]. VR영상 이용자들은 VR영상을 처음 경험

할 때 60% 이상의 이용자들이 사이버 멀미로 고생한다

고 하는데 [10], 이 구토 증상은 기분 나쁜 경험이 되고

VR사용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11]. HMD 기능

의 중요한 기능인 ‘헤드 트래킹(Head tracking)’ 과정에

서 영상의 흐름과 머리의 연동간에 시간의 차이가 생기

며, 이런 지연시간이 사이버 멀미를 일으키는 큰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6].

이외 에도 VR영상의 저해 요소로 작용되는 휴먼팩

터는 광학왜곡, 트레킹 오류, 반응 대기 시간과 같은 하

드웨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 연출, 짧은 컷 등

편집 등도 사이버멀미 유발 요인이 된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숨터 VR’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숨

터 VR’은 지상파 KBS가 휴먼팩터 요인을 감안하면서

제작한 VR콘텐츠이다. ‘숨터’영상은 샷(컷)과 씬의 변화

가 큰 콘텐츠보다는 여유롭고 편안한 영상으로 이뤄져

있다. 360도 VR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이 편안함과 여유

가 그대로 활용되었다.

‘숨터 VR’은 우리나라의 작고 소박하면서도 아름다

운 풍경들을 8분 이내의 짧은 영상에 담아내는 자연다

큐멘터리이다. VR 콘텐츠로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VR 첫 방송은 2016년 8월30일에

‘숨터 VR’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총10편이 방송

되었는데 우리나라 주요 섬과 계곡, 산들이 소개 되었

다.

이후 ‘숨터 VR’은 2차례 특집형태로 〈서울 미래유

산 100년 후 보물찾기〉, 〈지붕 없는 박물관〉이란 제

목으로 추가 방송되었다.

3차례 특집형태로 방송된 ‘숨터 VR’은 제작 횟수가

늘어나면서 VR 영상연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

었다. 초기에는 드론 위주의 부감샷 VR영상이 주를 이

루다가 2번째 특집에서는 실내 공간 촬영, 3번째 특집

에서는 지정된 실외공간에서의 VR촬영으로 변화하였

다. 피사체의 대상이 거대한 자연의 산, 계곡, 섬에서

대장간, 양복점과 같은 조그만 공간으로 좁혀졌다가 다

시 오밀조밀한 야외 정원으로 바뀌어 갔다.

현재 다양한 360도 VR 영상이 제작되어 여러 플랫

폼에서 올려지고 있으나, VR영상의 수많은 제작편수에

비해 이에 대한 영상분석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약한 실

정이다. 2D평면에 비해 360도 VR영상은 시점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 이에 대한 콘텐츠 연출도 차이점이 많다.

수용자는 의도된 영상연출에 따라 인지하는 과정을 거

치는 2D와는 달리 시선의 방향과 동선을 자유의지에

따라 360도로 볼 수 가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수용

자 자신의 몰입감이 커져 마치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12]. 이 시점이 360도로 이뤄

지기 때문에 VR연출은 평면의 2D연출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숨터VR’은 초기 지상파 VR영상으로 상당히 안

정적인 영상연출을 구사한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영상

을 위주로 하는 ‘숨터VR’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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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의 영상이 드물다. 이것은 사이버멀미를 최소화하

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숨터 VR’ 영상 중에 첫방송이 되었던 ‘울릉도, 화산섬

해안길 360도 영상’과 2회 특집에 방송되었던 ‘응답하라

청춘 – 학림다방’, 그리고 3회 특집에 방송되었던 ‘운

주사 - 돌부처의 미소찾기’ 을 대상으로 1회 특집에서

3회 특집에 이르기까지 360도 영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장소별 촬영을 항목으로 나누

고 그 항목의 러닝타임과 영상내용을 살펴본다. 부가적

으로 ‘숨터 VR’제작진의 기록 (2016년 발표한 KBS자율

연구회 연구논문)과 인터뷰를 참고하여 ‘숨터 VR’ 롱테

이크 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결과 및 고찰

1. ‘울릉도, 화산섬 해안길’ 360 VR 영상 분석

‘울릉도, 화산섬해안길 360 VR영상’은 250만년의역사

를 가진 국가지질공원 울릉도의 기암괴석과 용암지형을

해안길 따라 보여주는 4분58초 분량의 아름다운 영상이

다. 이영상은거북바위, 사태구미, 관음도, 대풍감해안절

벽과 태하 산책로 등 울릉도 해안가를 보여주는 8개의

360도 씬으로 이뤄져 있다. 항목별, 시간별로 아래 표와

같이 영상내용을 분류 해보았다.

표 1. ‘울릉도, 화산섬 해안길’ 영상내용

Table1.'Ulleungdo, volcanic island coastal road' video

contents

항목 러닝타임 영상내용

타이틀 14초/14초
방송의 날 기획

숨터 VR

거북바위
1분16초/1분20

초

울릉도 전경에서

거북바위로 달리 샷

사태구미 18초 /1분38초
사태구미에서

달리 아웃

관음도 52초/2분30초 관음도 부감 아킹 샷

울릉분지 20초/2분50초 울릉분지 부감 풀샷

대풍감 해안절벽
1분06초/3분56

초

달리 아웃으로 절벽에

서 울릉도 섬 전경

태하 산책로 46초/4분42초
달리 아웃으로

태하산책로 전경

울릉도 전경과

끝 타이틀
16초/4분58초

구형으로 변형된

울릉도 전경

‘울릉도, 화산섬 해안길’은 드론으로만 촬영된 VR영상

이다. 항공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8개의 씬으로 이

뤄진이 VR영상은가장짧은영상이 18초에이를정도로

긴 호흡으로 영상이 이뤄져있다. 이 VR영상은 2D방송으

로도똑같이 방송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2D방송영상

의샷(컷)과 비교해긴영상임에도불구하고같은길이로

방송된이유는 애초에 2D의 숨터 영상도긴호흡의 영상

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2D의 일반 프로그램의 샷은 대략 5초~7초의 시간길이

로 제작된다. 한 씬(Scene)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프로그

램 특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1분에서 2분 정도에 한 씬이

정리되는교양프로그램의경우와비교해볼때울릉도VR

영상은 한 샷이 한 씬처럼 긴 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울

릉도 VR샷은 8개로샷당평균타임은 37초이다. 시청자는

서서히다가오는아름다운 360도자연영상을힐링하듯이

관조하게 된다. 늦은 저녁시간대 편성(평일 밤 10시50

분~11시)되는 ‘숨터’ 프로그램은 2D로도 빠른 편집이 아

닌 긴 호흡의 영상으로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쉬는 시간

을 갖도록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VR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상파 + 모바일 VR 2원

연계’해서지상파 VR프로그램을한 것은 ‘숨터 VR’이 최

초이다. 모든아이템에VR효과가극대화되는것은아니

다. 여러 소재가있지만여행과자연은 VR영상제작에적

합한 아이템이라고할수있다. 제작진은 360° 방향의촬

영이극대화되는아이템으로전방향이시원한자연을찾

았다. 즉 이들이 고심하면서 선정한 장소의 핵심은 360°

방향의영상이서로다르게펼쳐지는공간의선택이었다.

이공간감을잘표현할장소로선택된곳은 독도의동도

와서도사이, 울릉도의나리분지의분지안, 불영사의구

룡폭포의 소용돌이 계곡 등이다[13].

산책로를경계로해서울릉도란섬의모습과반대편의

바다모습을 대비시켜 임장감을 극대화했다. 실제로 VR

HMD를 쓰고 영상을 감상하면 울릉도와 바다는 360°의

시점상에서임장감을충분히느끼게해주었다. 2D영상은

프레임이있는 반면에 360° VR영상은프레임이 없다. 시

청자는 이 프레임에 갖혀 있지 않아 자유로운 시점을 갖

고 360° 방향으로자신이의도한영상을볼수있다. 느슨

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컷에 하나의 씬(One scene one

cut)의 달리 샷은시청자가자유로운시점으로시간적여

유를 갖고 울릉도를 감상하게 해준다.

이것은프레임부재를활용한 ‘모험’, ‘추구’의플롯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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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로널드 토비아스(Ronald B. Tobias)는 플

롯을인류문화의 ‘공공영역 (public domain)에속하는것

으로보고[14], 신화, 동화, 소설등에기반하여스무가지

로유형화했다. 플롯이라는것은이야기의방향을잡아가

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몸의플롯과 마음의플롯으로분류할수 있다. 예를들어

여행의 이야기는 몸의 플롯으로 나타날 때에는 ‘모험’으

로, 마음의플롯으로나타날때에는 ‘추구’의 플롯으로드

러난다.

그 중, VR의 시점과 관련하여 ‘모험’이나 ‘추구’ 의 플

롯은 서사 전개에서 주인공은 집을 떠나 많은 곳을 찾아

다니며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이리 저리 헤메이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한다. 이런 사건들은 서로 연결이 되

어있다. 주인공은원하는곳에꼭가기위해문제를적극

적으로해결하면서그만큼의손해를지불한다. 추구가 ‘마

음’의 플롯에관련된다면, 모험은 ‘몸’의 플롯과관련된다.

이플롯에서는주인공의심리적변화보다모험자체에주

목한다. 새롭고 이상한 장소(예컨대 걸리버 여행기, 해저

2만리), 집안에서는발견할수없는행운, 로맨스등이주

제가 되며, 성공의 열쇠는 설득력(세부 묘사)에 있다.

울릉도의 부감 샷은 타고 가며 아래의 세계를 바라볼

때마치걸리버가난장이의나라에온것같은흥분을일

으킨다. 관객은 VR의 자유로운시점을통해실마리를찾

는 모험에 참여함으로써 몰입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널드 토비아스의 플롯에 있어 울릉도 VR은

‘모험’이나 ‘추구’의 플롯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울릉도를 관찰자가 자신의 의지로 시점을 정한

다는것은VR매체에활용할수있는영상문법에대해하

나의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8초짜리 사태구이 지역에서 달리 아웃되는 씬은 전

반적으로사태구이지역을처음에인지한후아래의해안

도로와 바닷가, 그리고 울릉도 전경을 관찰자 시점으로

볼수있게구성되어있다. 1분이상되는드론영상에서도

롱테이크샷이진행되는데이런롱테이크샷은관찰자가

자유로운시점을가지고충분히영상에흥미를갖고몰입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특히 풀 백 달리 (pull back

dolly) 드론샷은점점넓은부분으로이동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울릉도가 웅장해지는, 뭔가 있는 듯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2. ‘울릉도, 화산섬 해안길’ 360 VR 영상 촬영

VR영상은 별도의 카메라, 리그가 결합된 카메라 시스

템을 이용해 실사 촬영, 스티칭, 후반작업을 통해 완성된

다. 360도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다수의 카메라를

연결해주는리그(Rig)가필수적이며어떤종류의카메라

를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VR 제작의가장큰 문제는완벽하지않은 VR 촬영장

비에서오는인지부조화(Human Fatigue)이다. 인지부조

화로인한멀미현상등은VR촬영리그와카메라해상도

의 퀄리티에 따라 크게영향을 받게 된다. ‘숨터 VR’팀은

화면의안정성을위해 VR촬영장비는다음과같이선정하

였다. 고품질영상을위해 소니알파 7 VR카메라를사용

하였으며 장소에 따라 고프로 (GO PRO)를 병용하였다.

소니카메라는 VR 360도 미속등VR 콘텐츠의고도화에

적합한 장비이다. [14].

특히안정적인영상을위해드론은 VR영상촬영에있

어중심이 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울릉도에서활용된

드론과드론셋팅장면이다. 흔들림이없는드론은사이버

멀미를 최소화하는 영상장비로 활용되었다.

그림 1. X-8 드론 : GO PRO 6대 장착 짐벌사용, 추가 GO

PRO 1~2대는 상공 촬영

Figure 1. X-8 Drone : GO PRO 6 units equipped with

gimbals, additional GO PRO 1 ~ 2 units shooting in the sky

그림 2. 울릉도 사태구미 촬영 전 셋팅모습

Figure 2. Setting before Ulleung-do Sataegumi

3. ‘응답하라 청춘– 학림다방’, ‘운주사 - 돌부처의 미소

찾기’ 360 VR 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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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하라 청춘–학림다방 VR’ 영상내용

Table 2.'Respond to Youth-Hakrim cafe VR' Video contents

항목 러닝타임 영상내용

타이틀 11초/11초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 찾기 타이틀

대학로 37초/48초
대학로에서 학림다

방 앞 달리 샷,

학림다방 내부 50초 /1분38초

정면 뮤직박스 앞다

방사장 과거 유명인

사 기록들 소개.

고정 풀 샷

내부 프로필
2분24초/4분02초

다방 의자, 탁자

고정 풀 샷

내부 모습
36초/4분38초 다방 내부 풀 샷

인터뷰 모습
56초/5분36초

뮤직 박스 앞에서

사장

인터뷰 풀샷

주방 앞 모습 46초/4분42초 주방 앞 고정 풀 샷

주방 앞 모습

가까이
1분16초/6분04초

주방 앞 가까이

풀 샷

주방과 탁자로

이동 모습
1분26초/7분30초

사장 신문들고 탁자

로 이동하는 모습,

고정 풀 샷

다방 내부 17초/7분47초
조명에 빛나는 다방

내부 풀 샷

다방 외부 43초/8분30초
다방 외경에

달리 샷

황금계단 12초/8분42초
금빛 계단 입구

풀 샷

탁자와 계단 25초/9분07초

손님 자리한 다방내

부 풀 샷 두 명 여자

윗층 이동

고정 샷

2기 VR특집팀은 1기 ‘숨터 VR’의긍정적제작성과를

바탕으로 ‘전파진흥원’의공공·공익프로그램제작지원과

‘서울특별시’등 협찬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VR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VR 신년기획 ‘지붕 없는

박물관’이 추가적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새로운 시도가 생겨났는데, 절경이 중심이었던 ‘숨터

VR’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소재 영역의 확대되

었다. [13].

1기특집이하늘에서내려다본 드론카메라를활용했

다면 2기, 3기 VR특집은 실내 공간과 지상을 무대로 VR

카메라 연출이 진화한 케이스이다.

지상파는 2D 영상으로컷이짧게편집되어 5분분량으

로 방송되었다. VR영상은 2D지상파 방송과 비교해 롱테

이크로촬영되어 KBS my K채널로방송되었다. 2D영상

이 컷으로 편집되었지만 VR영상은 대단히 긴 샷으로 편

집되었는데 내부 프로필 영상의 경우 2분24초나 갈 정도

로 길게 편집되었다. 음악이 흐르고 영상 속에서 잔잔하

게움직이는 피사체를봤을때 2D보다는 마치 현장감에

있는 듯한 VR만의 느낌이 살아 있다.

‘응답하라 청춘 – 학림다방 VR’은 11분47초 분량의

360도 영상으로실내와실외 VR영상으로구성되어있다.

촬영은 씨엘픽셀에서 스테빌라이징이 가능한 특수 짐벌

과 Sony alpha7 4대, 혹은 좁은 실내 등의 경우에 따라

Gopro 3대를 붙여 사용하였고, Autopano를 이용해 스티

칭을 해 기본적인 VR 촬영 소스를 제작하였다.

VR촬영소스가제작되면 PD는본방송과는별도로화

면비 2:1의 VR 소스를 이용해 컷 편집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인방송과다르게 360도전방향을돌려보는영상이

기 때문에 컷의 호흡이 길어야 하고 무빙이 많거나 빠르

지않아야한다. 또한컷의연결을위해방향을맞추는등

의 작업도 필요하다[15].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3, pp.149-158, August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55 -

다방 윗층 11초/9분28초
두 명 여자 윗 층

탁자 담소

2명의 여자 36초 /10분06초
두 명 여자

타이트 샷 고정

그룹 샷 52초/10분58초
노인과 젊은이

그룹 샷 고정

외부 전경과

끝 타이틀
59초/11분47초 외부 달리 샷

‘응답하라 청춘 – 학림다방 VR’ 은 타이틀이 빠지고

처음시작이 달리샷을사용하여대학로에위치한학림다

방의위치를 알려주고있다. 이 달리 샷은과거로의여행

하는듯한느낌을주는데 37초가소요되었다. 아주천천

히움직이는롱테이크연출은아름다운추억으로이동시

키는 회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로 주변은 아름

답고젊은청춘들이아직도거리를오가는모습을보이고

있다. 관찰자는천천히 움직이는 VR을통해 360도로 관

자유롭게볼수있는여유를갖는다. 다방내부도다방사

장과 손님들을 롱 테이크로 길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림다방 VR영상 샷은 17개로 평균41.5초 영상 길이로

촬영되었다.

VR 롱 테이크기법은관찰자가현장에있다는느낌을

주기위해서시간을벌어다준다. 학림다방에왔을때 처

음온사람이라면우선이곳이어떤곳인지두리번거리면

서둘러봐야할것이다.그림 3는 학림다방의롱테이크샷

이다. 야외 드론 샷과는 다른 실내공간에 시청자가 들어

섰을 때 우선 공간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시

간과그리고거기에앉은사람들혹은내가앉고싶은의

자 공간을 찾아봐야 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슨얘기를하는지관찰하는시간등등으로시청자의체

험 시간은 길게 흘러간다.

관객이 자유롭게 가상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동시

에컷을빈번하게사용할수없는 VR콘텐츠의특성상그

연출방법은극히제한적이다. 컷을제한함에따르는시간

적, 공간적 제약으로 VR콘텐츠의 연출 솔루션은 필연적

으로미장센을 중심으로한 연극적연출기법, 그리고컷

을지양하는롱테이크기법들과많은접점을가질 수밖

에 없다[16].

숨터 VR 2기 특집이 성공적으로 2016년 하반기에 방

송이 되고, 바로 이어서 2017년 신년특집으로 3기 특집

‘지붕 없는 박물관’이 제작되었다.

'지붕 없는 박물관'제작팀은 우리 문화유산에대한 최

초의 VR방송으로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교육적인 효

과와더불어마치현장에있는듯한생생한 360도 VR영

상을획득하는것으로목적을두고제작되었다. VR드론

과 VR리그(픽스캠) 등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1,2기의 역량을 더 집중해 제작되었다. ‘지붕없는 박물관’

은 8회에 걸쳐 방송되었는데, 경기전,도산서원,남한산성,

운주사,비자림,백룡동굴,문섬,고인돌왕국이 소재가 되었

다. 여기서는 운주사 편을 분석한다.

‘천불천탑’이란 수식어가 붙는 운주사는 말 그대로 천

개의 불상과 천 개의 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창건 시대와 조성 배경이 미궁 속에 남아있어 우리나라

사찰 중 수수께끼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림 3 ‘응답하라 청춘 –학림다방 VR’ 롱테이크로촬영된

VR영상

Figure 3. 'Respond to Youth - Hakrim Cafe VR' VR video

shot with long take

그림 4. 리그를 장착한 소니 A7S

Figure 4. Sony A7S with league

360도 3D 영상을통해일주문을지나구층석탑을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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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아버지부처·남편부처·아내부처·아기부처등이웃

의 얼굴을 닮은 각양각색의 불상들을 찾아간다. 불상이

자리에서일어나는날새로운세상이열린다는와불에담

긴민중들의 소망, 1만명이 만들면 100년이걸리며 10만

명이 만들더라도 10년이 걸린다는 천불 천탑의 신비로움

을 VR영상으로 표현했다.

그림 5. ‘운주사 - 돌부처의 미소찾기’ VR영상

Figure 5. 'Unjusa - Finding the Stone Buddha's Smile' VR

Video

표 3. ‘운주사 - 돌부처의 미소 찾기’ 영상내용

Table3. 'Unju temple - Finding the Stone Buddha'

항목 러닝타임 영상내용

타이틀 1분15초/1분15초

VR신년특집 지붕없는

박물관

드론 부감 달리 인

운주사

석조불감
49초/2분4초

여러 불탑을 지나

스테디 VR캄

지상 달리 인

해설사 등장 18초 /2분22초

해설사 운주사 원형다

층석탑 관찰모습

고정 풀 샷

작은 불상군 20초/2분42초
크고 작은 불상

고정 풀 샷

돌부처 18초/3분

운주사 VR

돌부처 미소찾기

절하는 해설사

운주사 15초/3분15초
석탑17기, 석불80 남은

운주사 고정 풀 샷

운주사 대웅전 46초/3분27초 대웅전 앞 고정 풀 샷

운주사

석조와형여래불
1분01초/4분28초

드론 달리 인 샷

와불과 능선

운주사 야간

모습
1분26초/5분25초

해가 저문 운주사와

달빛에 비친 석불

끝 타이틀

숨터 VR특집 3기의 특징은 드론 VR카메라와 지상의

4개의풀프레임소니A7S 미러리스카메라로 360영상을

촬영한것이다. 그림 4에 보듯이리그를사용하여촬영한

영상은 더욱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부분의

드론의 롱 테이크 영상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절의 구

조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대웅전을 비롯해 곳곳에 산재

해 있는 불탑과 부조는 VR카메라 촬영을 통해 임장감을

잘 드러낸다. 또한 황혼에 물든 운주사의 뜰을 롱 테이

크기법으로 잘보여주어고즈넉한산사에와있는듯한

느낌이들게 한다. 드론영상과리그를 이용한지상의영

상을 적절히 편집하여 롱 테이크의 지루함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한것도숨터VR특집 3기의발전된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운주사의 롱 테이크 샷은 9개로 평균 36

초가량 소요되었다.

4. 고찰

‘숨터 VR’ 특집중제 1기인 ‘울릉도, 화산섬해안길’

은드론위주로촬영된 VR영상이다. 항공영상 8개의씬으

로이뤄진이VR영상은가장짧은영상이 18초로롱테이

크의 영상이 이뤄져있다. 이런 롱 테이크 샷은 관찰자가

자유로운 시점을 가지고 여유롭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을벌어준다. 특히풀백달리 (pull back dolly) 드론샷은

점점 넓은 부분으로 화면 이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울릉도가 웅장해지는, 뭔가 있는 듯한 부분을 강

조하고있다. 제 2기인 ‘응답하라청춘–학림다방VR’은

11분47초 분량의 360도 영상으로 실내와 실외 VR영상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시점으로 마치 여행하듯이 천천

히 야외 롱테이크는 학림다방 외경으로 관객을 이동시킨

다. VR특성상빈번한컷은과거로의흐름을방해한다. 컷

이지양되고필연적으로다방의내부에들어섰을때인위

적 미장센이 발휘된다.

‘운주사 - 돌부처의 미소 찾기’VR은 1기, 2기 ‘숨터

VR’과는 확연히 다른 연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것은 미장센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수많은 불탑과 불

상, 불전은 이미 훌륭한 미장센 도구가 되어있다. 프랑

스어 ‘미장센 (Mise-en-Scène)은 배우의 연기와 무대의

시각적 요소를 배열하고 통제하는 연극의 연출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현실 세계의 실제 사건에 관한 객관

적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일차적 명제를 고려할 때,

창작자의 주관적 선택과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미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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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류의) 다

큐멘터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된다. 드 프랑스는

극영화와 다른 층위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다

큐멘터리의 변별적 미장센을 ’자생적 미장센‘이라는 개

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드 프랑스가 제시한 다큐멘터리

의 자생적 미장센은 캐나다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

(Erving Goffman)이 1950년대에 주장한 ’자기연출(self

presentation)’ 이론을 영상 인류학과 다큐멘터리에 적용

한 것이다. 고프만의 이론을 다큐멘터리에 적용시킨 자

생적 미장센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핵심개념으로, ‘공간

과 시간 속에서 관찰과 촬영의행위와 과정이 스스로 드

러나는 다양한 방식’을 지칭한다[17].

3기 ‘숨터VR’제작팀은운주사사찰내에배치된불상과

불탑, 불전을의식적으로미장센구도로만들어촬영하였

다. 예를 들어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중심으로

탑과 일주문, 당간지주 등 불국토를 형상화 하고 있는데,

이점을 의식해 구도화해 보인 것이다 .

이것은자생적미장센을활용한케이스로한국의미와

불교의의미를영상적으로표현한것이다. 관객은 3기 ‘숨

터VR’팀이깔아놓은VR달리샷의동선을따라여러불상

과불탑그리고대웅전을감상할수있다. 불교사찰이갖

는여유로움과자비로움을 360공간의시점에따라관객은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관객의몰입을위해가장주의해야할것은컷사용에

대한 이슈다. VR영상에서의 컷은 기존 2D영상 콘텐츠에

서의컷어웨이처럼번갈아여러장면을보여주는방식으

로는쉽지가않다. HMD기기를착용하고있는관객은헤

드 트레킹과 모션 트레킹이 적용된 상태의 1인칭 시점으

로 가상현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바와같이갑작스럽고자주발생하는컷에몰입상

태에서벗어나혼란을느끼고, 심할경우엔인지부조화에

의한 멀미를 느낄 수도 있다[18].

VR영상에서컷을사용할경우에는동시에컷이롱테

이크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R콘텐츠

에서의 연출은 관객이 시각적 몰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롱 테이크를 사용해야 하고, 동시에 관객이 롱 테이크의

지루함에빠지지않도록다양한연출기법을사용해야함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9].

Ⅴ. 결 론

지상파의VR콘텐츠에대한연구와제작은정중동이라

고표현할수있다. KBS는 KBS뷰, my love KBS, K플레

이어 등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채널들이 활용해 시청자들

이 지상파 VR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

다. SBS는적극적으로외국미디어기업및국내전자기

기기업과의협업하며, VR시장을열어가고있다. MBC도

콘텐츠와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융합의시도와함

께추후MR(융합현실)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MR을

가상현실 속에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소개하

며, 곧 AR과 VR을넘어MR의 시대가도래할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KBS는 3차례에걸쳐 ‘숨터’ 특집으로VR콘텐츠를제

작한 바 있다. ‘숨터 VR’은 드론을 통한 촬영, 또 360도

시야각고려한 VR촬영기술등여러제작기법을사용한

프로그램으로앞으로VR의콘텐츠제작하는데좋은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숨터 VR’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존 영상

과VR영상을비교하여제작및연출에있어가장큰차이

는 롱 테이크 연출임을 밝혀내고, 사이버 멀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카메라 워킹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생적 미장센을 활용한 VR연출을 통해 연출자의

의도를제시할수있음을밝혔다. VR콘텐츠는관찰자가

360도시점에서자유롭게방향을선정해서감상하는일인

칭 시점의 영상이다. 본고는 사이버 멀미의 다양한 원인

중에 관찰자가 정지된 상태에서 360도 시점의 영상과 불

일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이 사이버 멀미를 줄이

는 방법으로 롱 테이크 연출을 제안하였다. 사이버 멀미

는 관찰자와 시점 영상의 불일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점에대해 롱테이크미장센 영상이외에다

른 해소방안을 찾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관객들에게

불편함을최소화하고체험감을극대화할수있는VR 연

출법이 나오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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