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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비디오 영상이나 일반 캠코더로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4K 고화질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점차 확대되면서 고화질 콘텐츠의 필요가 증대됨으로 이에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비디오 편집기법을 이용하여 4K 고화질 해상도의 영상 제작을 제안하다. 하지만 일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영

상을 4K 콘텐츠로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에서 4K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하면 4K 콘텐츠로 보다 해상도가 높은 콘텐

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사료한다.

키워드: 비디오 콘텐츠(Moving Picture Contents), 4K(Ultra HD), 화면분할(Split Screen)

I. Introduction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드웨어의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

다. 특히 디바이스 기술 혁신은 보다 생생한 화면을 제공한다. 이러한 

컴퓨터기술 발전과 함께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은 은 우리 사회

에 크나큰 변화와 이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켜  웹과 앱, 휴대폰, TV, 영화, 개임 등에서 많은 

콘텐츠들을 필요로 한다[1]. 특히 컴퓨터 디스플레이와 TV 화면이 

대화면이 되면서 보다 해상도가 높은 콘텐츠들을 필요로 하고, 대화면

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 할 수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영상을 고화질의 4K(Ultra 
High Definition)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다 현장감과 실감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면(Large Screen)에 화면 분할(Split Screen)을 

적용하여 화면에 역동적인 화면 연출이 나타나도록 화면 분할을 

적용한다. 따라서 화면 분할의 장점과 단점 및 4K 영상 제작의 제고 

등을 살펴본다.

II. Split Screen in Video

영상 콘텐츠의 사용 빈도 증가는 영상기기의 보급과 고해상도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점차 확대 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활용도가 

증대 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들의 생산이 

HD,  Full HD, UHD 대화면으로 되면서 사실감과 현장감으로 실감 

효과를 제공한다[1]. 따라서 이러한 커다란 화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면분할(Screen Split)을 이용하는 것이다. 
분할 화면의 장점은 화면공간 다변화로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2]. 화면분할 기법을 적용하여 2개, 3개, 4개, 8개, 9개 등 다양한 

화면분할을 하여 동일 시간에 다양한 영상을 재생함으로써 더 많은 

영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다변화로 역동적인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면분할은 광고 영상, 자연 등 다채롭고, 
변화가 많은 영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단점은 보다 집중적인 

영상으로 스토리와 장면이 정보 하나, 하나에 연속성이 필요 되고, 
중요한 내용 전달이 포함되는 영상에서는 비교적 덜 적합하다고 

본다.   

III. 4K Split Screen Contents Production

일반적인 비디오 영상을 4K 분할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 

영상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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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ource Moving Picture 

원영상인 [그림 1]의 영상은 3.81MB의 wmv파일이다. 더 자세한 

속은 [그림 2]와 같다.  

General Source Moving Picture Property

[그림 1]의 영상을 4K 화면분할로 [그림 3]과 같이 제작하였다. 
먼저 프로젝트 설정을 4K 해상도 크기로 4096x2304 설정하고 프로젝

트를 수행한다. 따라서 9개의 화면 분할 크기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영상크기를 455x256 해상도로 설정한다. 일반 영상을 4K 
영상크기로 작성하기 위해서 Vegas Pro 13으로 설정하고 [그림 

3]과 같이 9개의 분할 화면콘텐츠를 제작하여 나타낸다.    

General Source Moving Picture Property

General Source Moving Picture Property

4K로 작성한 속성은 [그림 4]와 같다. 따라서 640x480인 일반영상

을 4096x2304 크기의 4K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640x480인 

영상의 해상도는 307,200해상도이다. 4096x2304 영상의 해상도는 

9,437,184 해상도이다. 따라서 30배 이상의 해상도를 갖는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일반 영상을 4K급의 UHD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대화면에서 9개 화면분할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제

공을 하며, 공간다변화로 광고, 자연과 같은 동적인 영상 제작 콘텐츠로 

활용함이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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