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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을 갖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및 교육 콘

텐츠로 활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가상현실 공간은 3D 공간으로 구성되며 가상환경에서 사용되는 3D 캐

릭터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D 모델링과 키 프레임 기반의 애니메이션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상대적으로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저예산의 프로젝트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

한 콘텐츠 제작을 어렵게 만든다. 본 논문은 2D 만화 이미지와 만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가상

현실 콘텐츠 제작기법을 제안하고, 만화 형식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만화(cartoon), 상호작용(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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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가상현실 기술은 입체 영상과 공간 음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거리와 방향을 인식함으로써 공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들은 제삼자의 관점에서 스토리에 참여했다면, 가상현실 기술

은 사용자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공간의 내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1].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3차원 모델링 데이터와 애니메이

션을 통하여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면 제작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만화 형태의 

이미지 소스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II. Preliminaries

책자의 형태로써 출판되던 만화는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화되어 웹툰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360도 방향을 활용할 수 있는 VR Toon으

로 발전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VR Toon은 가상 공간에서 평면적인 

한계를 3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모든 방향을 캔버스로 활용할 수 

있다[2]. 가상현실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2D 캐릭터를 제작하여 

배치하는 방법과 여러 방향에서 자연스러운 만화적 표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3D 캐릭터를 제작하고 툰렌더링 기법을 활용한다. 만화가 

가지는 칸과 틀의 장면 연출기법을 가상현실 컨텐츠에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3].

III. Development of VR Toon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만화 형식의 이미지 및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1. Carto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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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의 만화와 웹툰의 스토리 전개와는 달리 가상현실은 공간이

라는 특성이 있다. 가상현실에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

션과 텔레포트 방식을 사용하는데 만화 드로잉을 사용하는 가상현실 

콘텐츠에서는 텔레포트라는 이동방식은 스토리 전개에 어려움을 가지

고 있으므로 그림 2와 같이 길을 사용하여 움직임의 공간을 제한하고 

전통적인 내비게이션 이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2. Environment Modeling

만화 이미지와 잘 어울리도록 Low poly 환경 모델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화 스타일의 그래픽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3과 같이 

만화 이미지를 3D 환경에 배치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미지의 변화가 생기게 함으로써 만화 연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Fig. 3. VR Content using Cartoon Drawing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만화 

형식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화 형식의 2D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3D 

공간에서 시각적인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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