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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니터와 같은 2D 디스플레이로 360˚ 비디오를 감상하는 주된 방법은 전체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내

어 일반적인 시야각의 영상으로 변환한 뒤에 감상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는 마우스 드래깅과 같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 볼 수 있지만 매순간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으로 360 비디오에서 볼만한 위치를 찾아 이

를 통해 일반 시야각의 비디오를 생성해 주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비효율적인 

연산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수행시간을 요구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비디오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

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기존 방법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찾아진 영역 외에는 사용자가 

원래 360 비디오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적은 계산량으로도 효율적으로 볼만한 영역

을 찾을 수 있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비디오에 대해 대응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비디오 재생 중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비디오 재생 영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1. 서론 

지난 몇 년간 가상 현실의 상업적인 발전과 더불

어 360° 카메라가 많은 관심을 모았다. 360° 카메라

는 모든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기에 쉽게 가상 

현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각광을 받게 되었으

며, 삼성 Gear 360, LG 360 CAM, GoPro Fusion 과 

같은 다양한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였

다.(그림 1(a)) 뿐만 아니라 Facebook 이나 

YouTube 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도 360° 비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방향이 동시에 녹화되어 있는 360° 비디오 

의 특성 상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가상 현실 장비인 Head-Mount Display (HMD)를 

착용하고 실제로 머리를 돌려가며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HMD 를 번거롭게 착용하는 

대신 일반 2D 디스플레이로 보는 경우가 많다. 모든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360° 비디오를 2D 디스플

레이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360° 비디오의 내용을 

2D 디스플레이에 투영(projection)해야 한다. 기존

의 대표적 방식 중 하나는 그림 1(b)와 같이 360 

영상을 구형 파노라마 (spherical panorama)로 변환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디오의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상 전

반에 걸쳐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360 영상의 특정 방향

을 선택하고 그 영역만을 2D 영상으로 만들어 사용

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림 1(c)). 이 방식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같이 자

연스러운 시야각(NFoV, Normal Field of View)을 갖

는 영상을 사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어 YouTube 와 

같은 서비스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

식으로 비디오를 감상할 때 특정 방향의 장면만 제

공되기 때문에 비디오를 처음 보는 시청자는 비디오

그림 1 (a) 360카메라 (b) 구형 파노라마(sphericial panorama)로 투영된 360 동영상. (c) 360 동영

상 중 일부 방향만을 이용하여 생성된 normal field-of-view (NFo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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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부분을 봐야 할 지 고민해야 하고 비디오를 

감상하는 매 순간 마우스를 이용해서 볼 방향을 번

거롭게 지정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편안하게 360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근 몇몇 연구

가 소개 되었다[1,2,6]. 이들은 360 비디오의 내용

을 분석해 볼만한 지점들을 자동으로 찾고 이를 이

용해 360 비디오로부터 볼만한 영역들로 구성된 2D 

NFoV 비디오를 추출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볼

만한 영역을 직접 찾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선택

된 영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의해 선

택되지 않은 영역은 결과 비디오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은 하나의 2D NFoV 비디오를 생성하는 대신 

360 비디오 재생 시 볼만한 영역을 알려주는 시각

적 지표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시각적 지표를 활용해 직접 볼만한 지점들을 선택해

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비디오처럼 볼만한 

영역의 위치가 빠르게 바뀌는 비디오에서는 사용자

가 시각적 지표를 따라 방향을 빠르게 바꿔줘야 하

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여 자

동으로 볼만한 장면을 선택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

는 동시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비디오 

재생 시에 직접 개입하여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크

게 비디오에서 볼만한 영역을 찾는 전처리 과정과 

미리 파악된 볼만한 영역과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기

반으로 자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사용자에게 비디

오를 재생해주는 비디오 재생 과정으로 나뉜다. 

360 비디오에서 볼만한 영역을 찾는 전처리 과

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2]에서 제시한 cap-

ture-worthiness 를 채택하였다. [1,2]의 경우 cap-

ture-worthiness 계산을 위해서 각각의 방향 별로 

비디오 영역을 샘플링한 후, 각각의 방향마다 cap-

ture-worthiness 를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매우 짧

은 비디오에 대해서도 엄청난 계산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60 비디오에서 방향 별로 샘플링하는 과정 없이 

모든 방향에 대해 동시에 capture-worthiness를 계

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방식[1,2]의 경우, 동영상에서 볼만한 

영역을 판단하기 위해 동영상을 5 초 간격으로 나눠 

샘플링을 하고, 각각의 5 초 동영상에 대해 볼만한 

영역인지를 판단했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빠르게 움

직이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

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 더 

짧은 간격으로 샘플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볼만한 

영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볼만한 영역을 재생하면서도 사용자

가 인터랙티브하게 원하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생 경로를 인터랙티브하게 

업데이트하여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은 제안하는 

방법의 전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3 장은 제안하는 

360 비디오 재생 방법을 설명한다. 4 장은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5장은 결론을 맺는다. 

2. 전처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전처리 과정은 입

력된 360 비디오로부터 각각의 시간대 별로 볼만한 

영역을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1,2]에서 

제시한 C3D 네트워크[4]를 기반으로 capture-

worthiness 를 채택하였다. [1,2]에서는 capture-

worthiness 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선 입력된 360 비디오를 5 초 간격으로 

자른다. 각각의 5 초 길이의 360 비디오를 다시 방

향 별로 샘플링하여 각 방향별 5 초 길이 NFoV 비

디오를 얻는다. 이 각각의 NFoV 비디오를 시공간에

서의 좁은 영역을 뜻하는 ST glimpse 라 호칭한다. 

[1,2]에서는 각 방향 별 샘플링을 위해 360 비디오

를 구형 좌표계로 변환하고 18 개의 경도와 11 개의 

위도의 교점을 중심으로 샘플링하여 총 198 개의 

ST glimpse 를 만든다. 각 ST glimpse 는 비디오 분

류를 위해 제시된 C3D 네트워크[4]에 통과시킨다. 

C3D 네크워크의 결과로 나온 activation 값들을 

feature 로 미리 학습된 fully connected network 형

태의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 에 넣어 입력된 

ST glimpse 가 볼만한 영역인지에 대한 점수를 0 부

터 1 사이의 값으로 얻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2]를 참고한다. 

[1,2]의 경우 각 방향의 capture-worthiness 를 

계산하기 위해 그림 2(a)와 같이 각 방향의 ST 

glimpse 를 샘플링하고 이를 각각 C3D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전체 비디오

에서 capture-worthiness map 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엄청난 계산량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입력 비디오를 5 초 간격으로 자르기 때문에 동적인 

비디오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5 초마다 가상 카메라가 담아야 

할 지점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존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입력 비디오를 5 초 간격이 

아닌 C3D 네트워크의 최소 입력 크기인 16 프레임 

간격으로 자른다. 이는 약 0.5 초에 해당하는 시간으

로 기존 방법 대비 훨씬 빠르게 동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 Capture-worthiness 를 파악하기 위한 비

디오가 기존 방법 대비 훨씬 짧기 때문에 기존 방법

에 비해 capture-worthiness 값이 불안정하게 추정

될 수 있으나, 이는 뒤의 비디오 재생 과정에서 재

생의 시간적 평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16 프레임 길이의 360 비디오에 대해 각 방향에 

대한 샘플링없이 구형 파노라마 형태의 360 비디오

를 C3D 네트워크에 통과시킨다. C3D 네트워크의 결

과로 구형 파노라마 전체 영역에 대한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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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이 나온다. 이 activation map 에서 각각의 ST 

glimpse 에 해당하는 영역의 activation 들을 crop 하

여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 에 넣으면 각 ST 

glimpse 에 해당하는 capture-worthiness 를 계산할 

수 있다. 이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 는 fully-

connected network 의 형태이기 때문에 convolu-

tional network 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시

하는 방법에서는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의 가

중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convolutional layer 를 

C3D 네트워크의 마지막에 붙여 16 프레임 길이의 

구형 파노라마 비디오를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주면 

각각의 영역의 capture-worthiness 가 한꺼번에 모

두 계산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림 2(b)) 

제시하는 방법은 각 방향별 샘플링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ST glimpse 샘플링에 필요한 계산 시

간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convolutional layer 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한 ST glimpse 사이의 오

버랩되는 부분에서의 중복된 계산도 없기 때문에 이

에 전체적으로 capture-worthiness 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구체적인 수행 

시간은 4.3 장에서 제시한다. 

구형 파노라마의 경우 ST glimpse 와는 달리 왜

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 왜곡은 

특히 영상의 상단과 하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상단과 하단에서는 capture-

worthiness 가 부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비디오의 상단과 하단은 하늘과 땅바

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capture-worthiness 가 떨

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

형 파노라마에서 상단과 하단을 잘라낸 영역에서만 

capture-worthiness 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360 

비디오의 매 16 프레임마다 18 × 5 크기의 capture-

worthiness map 을 구하게 된다. 

 

3. 인터랙티브 360 비디오 재생 

3.1 360 비디오 자동 방향 전환 

본 논문에서는 추정된 capture-worthiness 를 바

탕으로 단순히 2D NFoV 비디오 하나를 추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360 비디오 

재생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본 절에서는 사용자 인

터랙션을 소개하기에 앞서 capture-worthiness 를 

바탕으로 360 비디오에서 자동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는 방법을 설명한다. 

360 비디오에서 매 시간마다 capture-worthi-

ness 가 높은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방향 전환이 급

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함수를 최적화하는 경로 𝑃 =

{𝑝1 , 𝑝2, … , 𝑝𝑇}를 구한다. 

𝑃 = argmin
𝑃

∑{|1 − 𝑐𝑡(𝑝𝑡)|
2 + 𝛼‖𝑝𝑡 − 𝑝𝑡+1‖

2}

𝑡

 (1) 

이 식에서 𝑇는 capture worthiness map 의 수로, 비

디오의 전체 프레임수의 
1

16
이다. 𝑝𝑡는 𝑡번째 시간에

서의 방향을 나타낸다. 𝑐𝑡는 𝑡번째 시간에서의 cap-

ture-worthiness map 이으로, 𝑐𝑡(𝑝𝑡)는 𝑝𝑡 방향에 해

당하는 capture-worthiness 값이 된다. 오른쪽의 

첫번째 항은 각 시간에서의 방향이 capture worthi-

ness 가 높은 쪽으로 가게 하는 항이고 두번째 항은 

인접한 시간에서의 방향이 비슷하게 만드는 항으로, 

방향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막아주고 방향 

전환이 부드럽게 일어나게 해 준다. 𝛼는 두번째 항

의 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를 최적화하는 

경로 𝑃를 구하기 위해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

하여 최적해를 구한다. 구해진 최적의 경로를 따라

서 비디오 재생 시 각 시간마다 최적의 방향으로 선

택된 비디오 영역을 보여주는 식으로 자동 방향 전

환을 실행한다. 

[1,2]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capture-worthi-

ness 를 최적화하는 경로를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서 구해 NFoV 비디오를 생성한다. 그러나 [1,2]의 

경우는 급격한 전환을 막기 위해 인접한 시간 사이

의 방향 전환의 양을 바로 인접한 ST glimpse 로만 

갈 수 있도록 hard constraint 로 제약하였다. 또한 

5 초 간격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매우 느린 전환만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hard con-

straint 대신 soft constraint 인 수식 (1)의 두번째 

항을 이용하여 좀 더 자유로운 방향 전환이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5 초 간격 대신 16 프레임 간격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동적인 비디오에 대해서도 대응

그림 2 기존 방법[1,2]에서 제시한 capture-worthiness 추정 네트워크 구조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

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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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3.2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한 방향 전환 

360 비디오를 감상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마우

스를 이용하여 쉽게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비디오 시청과

는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을 능동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360 비디오로부터 

NFoV 비디오를 추출해 주는 방법[1,2]의 경우 사

용자가 봐야할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장점이 있

지만 알고리즘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은 볼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도중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제시해 주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방향 경로를 업데

이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그림 6 와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만들었다. 사용자는 GUI 를 통해 360 비디오를 감상

하다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마우스를 드래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비디오의 방향을 전환한다. 또는 

GUI 하단에 함께 보여지는 구형 파노라마 영상의 

원하는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지점으로 GUI 

상단의 NFoV 비디오의 방향도 업데이트된다. 

사용자가 지정한 방향을 따라 새로운 경로를 구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하였다. 

 사용자가 선택한 지점이 capture worthiness

가 높은 영역인 경우 capture worthiness 가 

높은 영역을 계속 따라가며 보여준다. 

 사용자가 선택한 지점이 capture worthiness

가 높지 않은 영역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 이

상 이 지점을 보여준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에는 capture worthiness 가 높으면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경로를 이동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점에서부터 다음

과 같은 에너지 함수를 최적화하는 경로를 구한다. 

 

𝑃 = argmin
𝑃

∑{(1 − 𝑤𝑡)|1 − 𝑐𝑡(𝑝𝑡)|
2

𝑇

𝑡=𝑡0

+ 𝛼‖𝑝𝑡 − 𝑝𝑡+1‖
2

+ 𝑤𝑡‖𝑝𝑡 − 𝑝𝑢‖
2} 

(2) 

이 식에서𝑡𝑜는 사용자가 방향을 전환한 시점이다. 

𝑝𝑢는 사용자가 지정한 방향이다. 𝑤𝑡는 시간 축에서

의 가중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𝑤𝑡 = exp (−
|𝑡 − 𝑡0|

2

2𝜎𝑡0
2 ) (3) 

𝜎𝑡0
2는 𝑤𝑡가 𝑡0에서 멀어질수록 1 에서 0 으로 떨어

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𝑡0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지점의 capture worthiness 에 의해 결정된

다. 

 

σt0
2 = max {𝑀2 (1 − 𝑐𝑡0(𝑝𝑢))

2

, 𝜏} (3) 

  𝑀은 사용자 파라미터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시

스템에서는 10 을 사용했다. 𝜏는 식 (3)에서 0 으로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상수이다. 

식 (2)에서의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은 식 (1)의 

항과 유사하다. 식 (2)의 세번째 항은 사용자가 원

하는 지점을 일정 시간 이상 보여주기 위한 항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해 추가되었다. 𝑤𝑡 는 사용자

가 선택한 지점의 capture worthiness 에 따라 변경

되어 최적의 방향 전환 경로가 앞에서 고려한 사항

을 만족하도록 한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capture-worthiness 데이터 셋 

C3D feature 를 통해 360 비디오의 각 영역별 

capture worthiness 를 구하기 위한 logistic re-

gression classifier 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셋은 

[1,2]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데이

터 셋은 YouTube 에서 다운받은 360° 비디오와 

360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 촬영된 2D NFoV 

비디오 (HumanCam)로 구성되어 있다. 360° 비디

오는 총 길이 7.3 시간의 86 개의 비디오로 구성되

어 있고 HumanCam 은 총 길이 343 시간의 NFoV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원본 360° 비디오와   

시스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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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로의 생성 결과 

 

 

[1,2]에서와 마찬가지로 classifier 를 학습하기 

위해 360 비디오의 임의의 방향을 무작위로 잘라내

서 생성한 2D NFoV 비디오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360 비디오의 임의의 방향을 잘랐기 때문에 대부분

의 경우는 의미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런 

비디오는 capture worthiness 가 0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람이 직접 촬영한 2D NFoV 비

디오의 경우 촬영자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촬영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capture worthiness가 1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360 비디오에서 무

작위로 잘라낸 NFoV 비디오와 사람이 직접 촬영한 

NFoV 비디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logistic re-

gression classifier 를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capture worthiness 계산에 활용하였다. 

4.2 자동 방향 전환 결과 

그림 3 은 원본 360° 비디오와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였다. 붉은 색 사각형

을 통해서 가상의 카메라가 가리키는 위치를 표시

하였다. 더 다양한 비디오에 대한 결과는 그림 6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의 첫번째 결과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

람의 행동을 따라 가상의 카메라가 이동하게 되고 

두번째 결과에서는 기장과 배의 움직임을 따라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결과에서 시스

템은 사람이 찍은 비디오와 가장 유사한 비디오를 

출력하게 된다. 

4.3 계산 시간 

표 1실행 시간 비교 

방법 AutoCam[1,2] 실험 결과 

60 초 비디오 

처리시간 

 
200 분 이상 

 
10 분 이내 

 

표 1 은 전처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실행 시간을 

[1,2]에서 제시한 방법과 비교한 결과이다. [1,2]에

서 제시한 방법이 5 초 단위로 샘플링하는 것에 비

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16프레임 단위로 샘

플링함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빠른 속도로 capture-

worthiness 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사용자 인터랙션 

그림 4 는 그림 3 의 첫번째 결과에서 왼쪽 방향

으로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

을 지정해준 결과이다. 사용자가 화면을 지정해줬을 

때 그 화면에서 시작하는 경로를 새로 찾아 줌으로

써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5 빠른 움직임을 담고 있는 360 비디오에 대

한 시스템의 결과 

 

4.5 역동적 비디오 생성 

그림 5 는 시스템이 원본 영상의 볼 지점이 빠르

게 바뀌는 경우의 결과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다. 

2 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16 프레임 간격으로 cap-

ture-worthiness 를 구하기 때문에 공이 빠르게 움

직이는 영상에서도 공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좇는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360 비디오를 2D 디스플레이상에

서 시청할 때 360 비디오로부터 볼만한 영역을 자

동으로 찾아 방향 전환을 해 주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1,2] 

대비 월등히 빠른 속도로 360 비디오 상의 볼만한 

영역을 찾을 수 있으며, 동적인 비디오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래픽 유

저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의 선택을 반영한 경로 업

데이트 방법 역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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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원본 360° 비디오와 시스템의 결과. 원본 영상에서의 노란색 박스는 결과 동영상

이 가리키는 위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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