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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선거방송에 참여한 토론자가 제한시간 확인을 해 디지털 시계를 빈번하게 곁 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론자와 촬  인 디지털 방송 카메라와의 시각 불일치에 한 시각편차에 하여 해석하 다. 스

튜디오와 같은 소규모 토론회에서는 토론 참여자와 온에어 방송카메라와의 시각 일치는 비교  안정 이다. 

그러나 공개토론이나 토론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 앙에 설치된 형 LCD 모니터 시계를 지속 으로 곁

질함으로 발생하는 시각의 편차가 심각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론자 인원수, 데스크의 길이, 디지털 

시계와의 거리, 방송 카메라와의 거리와 높이에 따른 시각편차의 해석방법에 하여 논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visual deviation for the sight mismatch between the digital broadcast camera during shooting and 

panelists due to sideways frequently the digital stopwatch for panelist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broadcast to check the time 

limit. Match the sight of the on-air broadcast camera discussion and participants in the debate, such as the small studio is relatively 

stable. However, if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discussion and broadcasting of the forum is a serious sight deviation 

occurring by sideways large LCD monitor stopwatch that is installed in the center. Therefore, in this paper, the number of panelists, 

the length of the desk, to discuss the analysis of fair value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height and distance the distance 

between the digital stopwatch, and digital broadcast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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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계로 선거방송토론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주로 후보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후보자와 사회자를 스튜디오로 청하여 생방

송 는 녹화방송의 계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후

보자의 수가 어서 양자 결인 경우는 주로 사회자 

자리가 앙에 치하고 좌우에 후보자들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 이다. 토론의 주어진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LCD 시계 모니터는 보통 촬 카메라 앞에 치한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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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는 본능 으로 토론 에 LCD 시계 모

니터의 잔여시간을 곁 질하면서 진행해야하는 부담

이 있다[1]. 다행히도 토론 후보자가 많지 않은 소규

모 토론회와 스튜디오에서의 방송인 경우는 좌우 후

보자가 LCD 시계 모니터를 바라보는 각도가 크지 

않다. 그 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지정 카메라를 보지 

않고 LCD 시계 모니터를 볼 경우 온에어 카메라와 

후보자의 시각 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2]. 더욱이 

후보자 수가 격히 증가하여 강당과 같은 넓은 공

간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는 심각한 후보자 시각

의 왜곡이 발생한다. 후보자의 좌석배치가 길면 길수

록 앙의 LCD 시계 모니터를 주시하는 시각의 각

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한 가장 쉬운 방법은 LCD 시계 

모니터를 후보자 정면에 여러  설치하는 것이다. 그

러나 형 모니터를 이동 계차로 옮기는 것은 상당

히 번거로운 일이다. 그런 이유로  다른 방법인 교

차  촬 기법을 사용하는데 후보자가 시계 주시 각

도와 카메라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지만 카메라 회

오차[2]와 함께 공개방송 시청자의 시야를 막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방송에 참여한 토론자가 잔여시

간 확인을 해 LCD 시계를 빈번하게 곁 질함으

로 발생하는 토론자와 촬  인 디지털 방송 카메라

와의 시각 불일치에 한 시각편차를 해석하고[3], 

안으로 후보자 각자의 데스크에 원격제어[4] 기능의 

소형 LCD 시계[5] 설치를 제안하 다. 

Ⅱ. 본 론

1. 시각 불일치 문제

시각 불일치는 소규모 인원인 참여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도 시각 불일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뿐 여

히 카메라와 후보자 의 불일치는 존재한다.

양자 결 구도인 경우 그림 1처럼 토론회 배치는 

앙선거방송토론 원회 지침서에 따르면 좌우 칭 

구조에 해당한다. 앙에 LCD 시계 모니터가 치

하며 사회자 카메라는 앙 카메라가 맡게 되고, 두 

후보자는 각선으로 지정 카메라가 배정된다.

그림 1. 좌우 칭구조
Fig. 1 Symmetrical structure

2. 토론자와 카메라의 시각 편차 해석

다음과 같이 기호를 사용한다. 사회자를 이라하

고,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를 토론자를 각각 

    으로 하고, 방송용 카메라를 3 로 가정

하고 각각을   이라 하자. 한 는 1인용 

책상의 폭, 은 토론자에서 LCD 모니터까지의 거

리,   를 토론자에서 방송용 카메라까지의 거리로 정

의하자.

  


,   


(1)

라 두면 일반 으로 스튜디오의 환경이  ≪ 이므

로  ≪ 이다.

: 토론자의 인원수가 일 때 시각 편차를 구하

는 문제에서 토론자의 수를 으로 하면 사회자 1명

을 더하여 무 에는 모두 명의 인원이 있는데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 어 생각한다. 

①　토론자가 2명인 경우 

그림 2. 토론자가 2명인 경우
Fig. 2 In case of 2 Pane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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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처럼 이 경우, 토론자의 LCD 모니터에서 

카메라로 향하는 시각의 편차는 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의 시각편차

Fig. 3 Sight deviation of 

  tan

 tan


(2)

②　토론자가 4명인 경우



      

LCD

  

그림 4. 토론자가 4명인 경우

Fig. 4 In case of 4 panelists

이 경우, 그림 4처럼 토론자의 LCD 모니터에서 

카메라 로 향하는 시선의 편차는

  tan tan

 (3)

마찬가지로 토론자가 6, 8명,... 등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

  tan tan

 (4) 

  tan

 tan


 (5) 

⋮

  tan

 tan




  

(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각 토론자마다 

LCD 모니터를 설치하여 독립 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심 카메라 을 제외한 모든 카메라 치를 방청

석 방향을 기 으로 단순화하면 오른쪽 –항은 토론

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0에 가까워지게 되고 왼

쪽 +항은 에 근 하게 된다. 여기서는 토론자가 

많은 경우 카메라를 3개 이상 많이 설치한다고 가정

한다. 이 경우에 가장 바깥쪽 토론자의 시각 편차는 

방청석과 LCD모니터를 보는 편차각이 된다. 즉

≅ tan

    (7) 

로 간략화 할 수 있다.

③　토론자가 홀수로 3명, 5명인 경우 

그림 5는 양끝 사회자 배치 구조로 홀수명의 후보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토론자와 카메라의 치를 나

타낸다. 맨 우측의 카메라가 후보자 P1과 카메라 

유가 가장 은 사회자 M을 동시에 담당한다. 

그림 5. 양끝 사회자 배치 구조
Fig. 5 Moderator arranged at both ends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식을 용하여 가장 

끝자리의 토론자의 시각편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 그림 6과 같이 카메라 1 는 앙에 나머지 

2 는 좌우 공간의 심에 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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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론자가 3명인 경우
Fig. 6 In case of 3 panelists

  tan tan

 (8)

  tan tan

 (9)

⋮

  tan

 tan




  

(10)

 ②에서 토론자가 짝수인 경우 근사화 시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장 끝에 자리한 토론자의 시각 편

차를 근사화하면 다음과 같다. 

≅ tan




   … (11)

 (7)식과 (11)식을 합치면

≅ tan




   … (12)

 식은 토론자의 숫자 이 증가할수록 시각의 편

차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 (12)를 바탕으로 =2[m], =6[m]인 환경을 근

사 인 로 가정하여 토론자 수가 =2부터 =10까

지인 경우의 시각 편차 을 계산하면 그림 7과 같은 

그래 로 표 할 수 있다. 토론자가 많을수록 시각 편

차가 커짐을 보여주고 있다. 

pane
lists
(n) 

devia
tion
( )

2 18.4

3 26.6

4 33.7

5 39.8

6 45.0

7 49.4

8 53.1

9 56.3

10 59.0

2 3 4 5 6 7 8 9 10

18.4

26.6

33.7
39.8

45
49.4

53.1
56.3 59

1 2 3 4 5 6 7 8 9

panelists deviation

그림 7. 토론자 수와 시각 편차 계
Fig. 7 Relationship of sight deviation and the number 

of panelists

3. 시계와 카메라 높이의 시각 편차 해석

여기서는 후보자의 시선이 LCD 시계 모니터에 

머무는 경우 방송 카메라와의 높이의 차이에서 필연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각의 편차에 하여 해

석한다.

그림 8과 같이 편의상 LCD 시계 모니터는 토론

자와 수직 높이가 같다고 간주하고 시계와 카메라

와는 [m]의 높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8. LCD  카메라 치와 토론자 시각
Fig. 8 LCD and camera position, sight of the panelists 

① 토론자가 짝수인 경우

토론자의 숫자가 가장 은 짝수 2일 때 그림 2를 

그 로 참조하되 각도를 그 로 사용하여 나타내면 

수식이 복잡하게 된다. 다음 그림 9와 같이 LCD 

시계 모니터와 카메라의 수평거리차를    로 

하고, 시선이 움직이는 각선의 거리 를 로 표

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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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CD, 카메라, 토론자의 3차원 구조 
Fig. 9 3 dimensional structure of LCD, camera, and 

panelist

   

마찬가지 방법으로 토론자가 4인, 6인의 경우

   

   

⋮

        (13)

② 토론자가 홀수인 경우

 2. ③항의 그림을 참조하여      를 차례

로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

 




 

 


     

(14)

(13)과 (14)를 합치면 다음의 식(15)와 같이 간단히 

일 수 있다. 

 




 

 


     

(15)

 식은 토론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테이블의 길

이가 길수록, 시계 모니터와 카메라의 높이차가 클

수록 토론자의 시선이동이 커짐으로 편차발생이 커지

는 것을 의미한다.

식 (15)를 근사 으로 =2[m], =1[m], =1[m]

인 환경을 로 가정하여 토론자가 =2부터 =10까

지인 경우의 시각의 편차 을 계산해보면 그림 10과 

같은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토론자수가 많을수록 

토론자의 시선이 움직이는 거리 즉 시각 편차가 커짐

을 보여주고 있다. 

pane
lists
(n)

devia
tion
(m)

2 2.4

3 3.3

4 4.2

5 5.2

6 6.2

7 7.1

8 8.1

9 9.1

10 10.1

2
3

4
5

6
7

8
9

10

2.4
3.3

4.2
5.2

6.2
7.1

8.1
9.1

10.1

0

2

4

6

8

10

12

1 2 3 4 5 6 7 8 9

panelists
(n)

deviation
(m)

 

그림 10. LCD와 카메라 치에 따른 시각 편차
Fig. 10 Sight difference corresponding to the position 

of the camera and LCD stopwatch

Ⅲ. 결 론

선거방송에서 참여한 후보자는 주어진 토론시간 내

에 본인의 의사와 지역 안[6]에 해 유권자를 효과

으로 설득하려 노력하며, 특히 주도권 토론의 경우

는 시간의 안배가 더욱 요하다. 그런 이유로 후보자

는 디지털 시계의 잔여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가 빈번하게 LCD 

시계 모니터를 곁 질함으로써 발생하는 방송 카메

라와의 시각 불일치에 따른 시각 편차 에 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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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 시각의 편차가 크면 클수록 안정 인 토론

이 불안정하고 시청자들에게는 후보자의 공약사항과 

정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 하지 못하는 방해요

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각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에 한 해법으로는 후보자 데스크마다 별도의 LCD 시

계 모니터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포터블 디지털 

시계를 제작하는 방안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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