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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상스튜디오(TV)에서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을 위한 시스템 및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우리는 가상스튜디오에서 연기자와 바닥 그래픽간의 단순한 키(Keying) 합성 이질감을 줄이고자, 연기자를 
추적하여 발 위치에 다이나믹한 발자취 표현이 가능한‘인터랙티브 가상바닥’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이것을 위해 마커 없이 연기자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키넥트와 같은 모션인식 카메라를 사용하여 간편한 연기자 
발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연기자와 바닥간의 ‘ 가상 발 터치(Virtual Foot Touch)’  
방법 및 일기예보용 인터랙티브 가상바닥(Interactive Virtual Floor)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연기자의 발이 
바닥을 터치하는 위치마다 계절별 다이나믹한 발자취를 구현하였다. 그 결과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의 합성결과가 
기존의 가상스튜디오에서의 단순 합성보다 더 사실감 있고 자연스러운 합성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는 본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정규 뉴스 프로그램의 일기예보 방송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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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은 실사 연기자와 가상의 
그래픽을 자연스러운 합성시키기 위해 크로마 킹[1]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실사 연기자가 키어 장비를 통해 
분리되고 그 배경에는 가상의 그래픽이 채워질 경우, 
기본적으로 연기자가 그래픽과 합성이 되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래의 영화나 TV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에서는 
일기예보 프로그램은 이런 크로마 키어 시스템 기반의 가상 
스튜디오에서 주로 제작되곤 한다.  

 

 

그림 1 우리의 방법과 일반적인 가상스튜디오 기술 
비교 (a):일반적인 일기예보용 가상스튜디오기술. (b):우리가 
제안한 Interactive Virtual Floor 가 적용된 일기예보 
가상스튜디오시스템(라이브 TV 방송화면)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합쳐진 영상은 연기자, 즉, 예를 

들어, 그림 2(a)처럼, 일기예보 기상캐스터의 그림자 표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합성결과는 배경과 실사 연기자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가상스튜디오에서는 실제 
사람의 그림자를 표현해 준다거나 연기자의 반영을 표현해 
주곤 한다[2]. 그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계산 
비용이 크고 시스템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가상 스튜디오에서도 저비용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실사 사람과 그래픽의 합성의 이질감을 줄 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을 위한 시스템과 연기자의 발 
터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개발된 일기예보용 
가상스튜디오 바닥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살펴본 후, 3 절에서 제안하는 가상 
발터치 기반의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구현 기법을 설명하고, 
4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된 일기예보용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맺는다.  

 

2. 시스템 구성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을 위한 시스템은 그림 2 와 같이 
마커없는 연기자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모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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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3]로부터의 깊이 영상은 모션추적시스템 부(Motion 
Tracking System)로 전송된다. 

 

그림 2 우리의 제안된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을 위한 가
상스튜디오에서의 마커없는 연기자 발 추적 시스템 

 

이 정보로부터 연기자의 3 차원 발 위치를 추적하고, 이 
추적된 정보는 방송카메라와 모션인식 카메라로부터의 
패턴이미지를 통해서 방송카메라를 기준으로 한 모션인식 
카메라의 월드 공간상의 위치정보로 자동 변환된다. 이 값은 
노이즈 필터링 후 가상스튜디오엔진 부(Virtual Studio Render 
Engine)로 전송된다. 이곳으로 전송된 월드 공간상의 연기자의 
발 위치 정보는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Interactive Virtual 
Floor)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실시간으로 바닥 그래픽 
오브젝트과 연기자의 발은 상호 연동된다. 

 

3.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의 구현 방법 
  

 

그림 3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을 위한 가상 발 터치 알고
리즘 

그림 3 (a)는 가상 발 터치(Virtual Foot Touch)가 가능한 
영역을 보여준다. 우리는 두발 사이의 중심을 연기자가 터치한 
중심, 즉, 바닥과 발이 터치한 위치로 인지하도록 하였다. 
바닥에 가상의 발자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영역으로 약 400 여개의 디자인된 바닥 
오브젝트들을 배치시켰다. 그 뒤 모션인식카메라가 감지 가능한 
영역에 들어오는 연기자의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그림(b)처럼 
인터랙티브 발 터치 영역을 확정한다. 그림(c)는 확정된 발 
터치 영역의 오브젝트들을 보여준다.  

 

4. 일기예보용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어플리케
이션 
 

 

그림 4 일기예보에서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적용 유/무 
비교 

 

그림 4 는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유무에 따른 비교 이미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b)는 기존의 가상스튜디오 
합성결과 (a)보다 자연스러운 합성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 우리의 제안된 일기예보 가상스튜디오를 위한 계
절별 가상 바닥 어플리케이션 

 

그림 5 는 일기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봄,여름,가을,겨울용 
4 계절별 인터랙티브 가상 바닥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 우리는 가상스튜디오 환경에서 연기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바닥 시스템과 그것을 이용한 
일기예보용 가상 바닥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보여준 연기자 발과 바닥간의 ‘가상 발 터치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다이나믹하게 연기자의 위치에 반응하는 가상 바닥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더 자연스러운 가상스튜디오의 바닥의 
합성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TV 의  뉴스 방송용 
일기예보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향후에, 계절별 디테일 효과를 
개선하여, 바닥의 디자인 패턴을 더 세밀하게 바꾼다거나, 여름에 
물위를 걸을 때 일어나는 파문이나 가을에 낙엽과의 인터랙션, 
겨울에는 눈이나 얼음을 걸을 때의 바닥의 효과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카메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게 하여 다수의 사람이 서로 바닥 그래픽과 
인터랙션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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