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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입체 상은 공간에 한 정확한 깊이인식을 기본으로 하며, 공간 디자인  인지과학 등의 다양한 차원

에서 근해야 한다. 특히 휴먼 팩터(human factor)를 고려한 인간공학  설계가 요하다. 즉, 입체 상 

설계자는 양안시차를 결정할 때, 인간의 과 카메라 시 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

(dichoptic) 오차에 의한 왜곡 등의 구조 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기하학의 재해석  

인간공학  설계를 기반으로 시각 피로를 최소화하는 3D 스 트닝(sweetening)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

는 입체 상의 근본 인 불일치 문제를 실험 상의 제작을 통해 분석하고, 생체 안정성과의 상 계를 

악한다. 이를 통해 인간공학  설계에 기 한 다양한 입체 상의 공간 연출 방법을 제안한다.

■ 중심어 :∣입체영상∣휴먼 팩터∣3D 스위트닝∣콘텐츠 제작∣

Abstract

Depth understanding is important for stereoscopic and various methods including space design 

and cognitive science should be taken account in contents production. Among them, human 

scientific engineering such as human factor needs to be touched. More specifically, when the 

stereoscopic designer determines a binocular disparity, the viewpoint of the camera has to be 

matched with that of the audience. In this process, the structural problem by the distortion due 

to the dichoptic error is happened, Therefore, 3D sweetening process based on geometric 

re-analysis and human scientific engineering to minimize the visual fatigue is significant. This 

paper analyzes the inconsistency problems of the viewpoint in stereoscopic images, and we 

produce the stereoscopic image contents based on huma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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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 <아바타>로 인해 입체 상의 제작  련 장

비 사용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 다. 이후 2011년

도에는 3차원 촬  시스템과 디스 이 장비가 활발

하게 보 되었지만, 주목받는 3차원 콘텐츠가 국내에서 

제작된 바가 없다. 한 헐리우드 제작사 사에 비해 국

내의 제작 기술이나 산업수 은 꾸 히 벌어지고 있다. 

3차원 콘텐츠 련 제작여건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국내 시장의 규모와 기술  문제 외에도 람자의 시각

 피로를 이기 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입체 상

에서 유형에 따른 존재감(presence) 연구와 생체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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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먼팩터(human factor)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은 실험실 수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각피로 에 자유롭고 실제 콘텐츠의 제작 상황

에 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기 어렵다[1].

본 논문에서는 입체 공간을 표   운용하는 스테

오그래퍼(stereographer)의 창의 인 근방식과 생체

학 으로 보다 안정 인 입체 상을 표 하는 두 가지

의 근방법이 함께 기술된다. 즉, 입체 상을 표 하는 

과정에서 인간공학  설계에 기 한 사실 인 공간을 

구성하여, 이후 작업자가 창의 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용하기 해 3D 스 트닝(sweetening) 방법이 제안

된다. 여기서 3D 스 트닝은 스테 오 상에 한 

람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하기 해 기하학 인 재해

석 는 인간공학  설계가 기반이 되는 입체 상 제작

기법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입체 상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 안정 인 입체공간의 구성을 한 제작 이

라인 과정으로 기하보정, 공간분석, 공간연출 단계로 

각각 구성된다.  

  이미 2차원 상에서는 원근효과 등을 이용하여 3차

원 공간을 모사(模寫)하는 노력이 회화 등에서 진행되

었지만, 술  측면에서 단순히 인간이 입체  공간에 

한 습득과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요즘은 인지과

학자들에 의해 3차원 휴먼 비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입체 상의 제작과정에 용되기 시

작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된 라미터

(parameter)가 비교  한정 이며 제한된 결과를 제시

하 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3D 스 트닝 기술들이 발표

되면서 이를 기존 제작과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속속 발

표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입체 상에서 장면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문제 을 지 하며 이를 해결하는 

3D 스 트닝 방법을 설명한다. 한 결과 상이 람

자의 존재감에 미치는 향 등을 분석한다. 여기서 존

재감은 ‘미디어에 의한 람자의 주  경험’을 의미한

다[3]. 즉, 미디어를 통해 제공받는 경험을 실제라고 느

끼는 정도를 뜻하며, 매체 기반  콘텐츠 표 의 두 가

지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다. 입체 상에서 존재감 련 

연구는 변화된 미디어 형식  체험 평가 등에 치 되

어 있다. 즉, 경험자  환경에 따른 주 인 경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인 향상이 람자가 경험하는 존

재감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4]. 

휴먼팩터를 고려하면서 안정 인 입체감을 표 하는 

스 트닝 방법은 완성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를 한 제

작 이 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 기존 VFX 제작의 

이 라인을 입체 상의 공간연출 방법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기술된다. 그리고 제안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실험용 3차원 단편 화 “시선”을 기획  제작하 으

며, 3D 국제 화제(3DKIFF 2011)에 상 되었다. 

Ⅱ. 본론

1. 전제조건
스테 오 상에서 장면의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3차원 스 트닝 작업과 안정 인 공간감의 상

계를 실험 상을 통해 확인한다. 특히 입체 상에서 타

임 싱크와 색상 불일치 문제는 실험의 장애요소로 작용

하므로 먼  해결한다.

1.1 타임싱크 불일치 문제 
입체 상을 촬 할 때, 일반 으로 젠락(genlock) 단

자가 있는 카메라에 싱크 생성기(generator)를 사용하

여 두 카메라간의 임 싱크를 일치시킨다. 그러나 

두 카메라간의 임 이트(frame rate)가 일치한다 

해도 타임 싱크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으며, 

1/120  는 더 미세한 타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이미징(Silicon Imaging)사의 SI-2K mini 와 씨네덱

(Cinedeck) 시스템을 활용하 다. 씨네덱은 터치스크린

을 기반으로한 일종의 도우 OS기반 PC로서 쓰리 앨

러티 SIP-2100과 같은 스테 오 이미지 로세싱 기능

을 탑재하고 소형 크기와 2K 해상도에 12 비트 무압

측 Cineform RAW 일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실험에

서는 Cineform Neo3D 코덱을 사용해 1 의 외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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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AJA Ki Pro)에 젠락 단자를 통해 들어오는 상

을 실시간 먹싱(muxing)하여 장이 가능하 으며, 타

임싱크의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어 실험의 장해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그림 1]은 Cineform Studio를 이용한 실시간 입체 

디스 이 장면이다. 촬 과 동시에 실시간 먹싱이 가

능하며, 장에서 바로 가편집  입체값을 확인할 수 

있다. 리뷰 타입으로는 주로 사용되는 ANAGLYPH, 

DIFFERENCE MODE 이외에도 LEFT EYE/RIGHT 

EYE, LINE INTERLEAVED, ONION SKIN, 

OVER-UNDER, SIDE-BY-SIDE, FREE VIEW, 

OPEN GL PAGE FLIP 3D등 다양한 실시간 리뷰 모

드를 지원한다.

그림 1. 실시간 입체 프리뷰 장면 

1.2 색상 불일치 문제
원의 차이와 직교리그의 카메라 방향성에 의해 발

생하는 스테 오 상에서의 색상 불일치 문제는 촬  

단계에서 에러에 한 가이드를 기록할 수 있지만, 일

반 으로 후보정(post-correction) 단계에서 색상 일치 

알고리즘에 의해 해결한다.

실험 상에서는 우선 으로 시차맵(disparity map) 

기반의 자세한 색상일치 작업을 해 사 에 설정된 블

록(block) 크기만큼의 인  역을 탐색하는 블록기반 

매칭방법을 진행하 다. 

결과 상을 안정화하기 해 블록 크기를 50 픽셀 

단 로 지정하고 최  100 픽셀까지 3번의 블록단  평

균값을 구하는 컬러 보정작업을 진행하 지만, 블록간

의 경계지 에서 발생하는 번짐 상을 해결하기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해 각 노드의 블록 크기를 일정하

게 증가시키면서 라미터값을 서로 상이하게 지정하

여 평균을 구하 다. 이 게 하면 역(global) 는 블

록기반 매칭을 단순히 한번 수행한 결과보다 우수한 결

과값이 얻어짐을 확인하 으며, 두 상간의 색상 불일

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다.

그림 2. 직교리그의 카메라 방향성에 따른 Reversal 노출 
문제 및 반사된 미러의 속성으로 인한 색상 왜곡 발
생 예(파나소닉 AK-HC 1800, FUJINON 렌즈,
파브나인 리그로 촬영)

  

  

그림 3. 블럭기반 매칭 파라미터와 수행 결과 

그림 4. 스테레오 영상의 컬러매칭 방법
 

2. 제안하는 방법
2.1 문제점 제기
3D 시청 안 성 의회에서 발표한 안 성에 한 

임상  권고안을 보면 일반 시청자 권고안 5항에 시청 

이상반응에 한 처법이 설명되어 있다[5]. 두통, 어

지러움, 구토감, 불안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입체 상의 공간 구성이 일반 인 뇌지각과 연속

으로 상이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은 입체 상에

서 공간 연출이 잘못되었을 경우, 즉 시 스에서 장면 

공간의 연속성이 깨지거나 공간이 왜곡되는 경우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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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는 이상반응을 하게 된다. 

입체 상에서 공간은 임별 거리맵에서 White와 

Black의 색상 농도를 달리하여 표 하며, [그림 5]는 

상 공간을 왜곡하여 표 한 이다.

[그림 5]에서 원경, 경, 근경의 각 역은 실제로 거

리차이가 상당하지만, 잘못된 거리정보에 의해 공간 왜

곡이 발생하 다. 이 게 불일치된 입체 상의 공간에 

해 연령 별, 시간 별, 개인특성별 이상반응을 분석

하는 휴먼팩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  권고안

도 마련되고 있다[5].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3D 스 트닝 과정을 통해 입체 상에서의 공

간연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 인 입체 상을 

제작한다. 

 

(a)                        (b) 
그림 5. (a) 원본 이미지 (b) 잘못된 거리맵에 의한 공간 왜

곡 현상

2.2 입체영상에서의 공간연출 방법
촬  장에서 스테 오그래퍼는 모니터링을 통해 

장면 공간을 사람이 시각으로 인지하는 공간과 일치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각 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의 축간 거리와  조 을 통해 입체값(depth 

budget)을 결정한다. 이때 학 인 문제를 비롯해서 

상 될 스크린과의 계 등을 복합 으로 고려하며, 모

든 라미터를 정확한 비례 계로 정의한 계산기

(calculator)를 사용해서 정량 인 입체값을 설정한다.  

그러나 카메라 즈의 특성  거리, 이미지 센

서의 크기 등과 같은 학  특성이 변수로 존재하므로 

촬  상이 사람의 시각계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인지과학에 기

한 사실 인 공간 설정과 창의 인 공간연출의 개념

을 동시에 용해야 하며, 스 트닝 과정을 통한 입체

상의 메커니즘 분석과 생체 향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체 상에서의 3차원 공간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실  공간과 스토리텔링의 도구로서

의 창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목하여 [그림 6]과 같

은 공간연출 과정을 제안한다. 

그림 6. 제안된 3차원 스위핑기반 공간연출 과정

2.2.1 기하 보정

입체 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의 학  특

성이 사람의 시각 기능과 일치되기 어려우며, 두 카메

라간의 얼라인먼트(alignment)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간 부정합, 그리고  설정과 컨버 스

(convergence)의 조정 실패로 인해 부정확한 공간의 설

정은 장면에 한 3차원 공간 인지에 방해 요인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 계가 고려된 정확한 기하

학  분석과 후보정 과정이 필수 이다. 먼  스테 오 

상에 한 기하학 인 보정과정은 입력 상에 해 

기하 분석  얼라인먼트 보정의 단계로 구성된다.   

촬  과정에서 SIP-2100이나 3D BOX 등의 하이엔

드  장비의 이미지 로세서는 기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얼라인먼트와 다양한 리뷰 기능을 제공하지만 

매우 고가라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이 장비를 이용하

면 후반 제작 공정을 일 수 있지만, 산 제작 환경

에서는 후반작업 과정에서 많은 추가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촬 단계에서 10 비트 무압축 

CineForm코덱으로 장이 가능하고 리뷰 기능이 있

는 일체형 모니터 Cinedeck을 사용하 지만, 리그 자체

의 견고함과 이미지 로세서의 성능이 고가의 이미지 

로세서  장비에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후보정 과

정을 진행하 다. 체 으로 4 픽셀 미만의 얼라인먼

트 오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컨버젼스 촬  방식으로 

인한 키스톤 왜곡 상이 발생하 다. 따라서 스테 오 

촬 을 이용한 입체 상 제작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한 

로세서가 비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본 실험 상에서는 기하보정의 첫 번째 단계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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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하학  분석을 하여 두 상간의 특징

(feature point)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스테

오 상의 시차 [그림 7 ](d)를 리뷰하는 방법은 스테

오 입력소스의 차 상을 보여주는 차분(difference) 

모드와 애 리 (anaglyph) 방식 등이 있지만, 특징

 매칭과 에피폴라(epipolar) 선분을 이용하여 상을 

분석하 다. 이 방식은 특징 의 응 계를 직 으

로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두 상의 특징 을 

확 하여 (c)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스테레오 영상의 기하학적 분석방법

두 번째인 얼라인먼트 보정 과정에서는 왜곡된 기  

장면(footage)은 일반 으로 리그 장비의 얼라인먼트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수직/수평 정렬문제와 두 카메라

간의 즈 왜곡, 그리고 컨버 스 방식의 촬 에 의한 

키스톤 왜곡 등의 문제로 인해 복합 으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분의 편집  합성 툴에

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코 핀(corner pin) 는 메쉬 

와핑(mesh warping) 기능을 사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을 하면서 보정을 한다. 그러나 오퍼 이터의 감각 인 

부분이 개입되고 이미지 자체를 오히려 더 왜곡시킬 수 

있다. 메쉬 와핑은 이미지 자체를 왜곡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컬러  입체값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실험 상은 카메라 즈의 왜곡을 보정한 다음, 

스테 오 상을 분석하여 256 단계의 루미 스

(luminous) 거리 방식으로 계산된 시차맵(disparity 

map)을 기반으로 유사성을 추출한 다음, 수직  수평 

이미지를 정렬한다. 이 방법도 역시 시차맵의 정확도에 

따라 입체 상의 왜곡률이 결정된다. 따라서 2차원 정

보에서 3차원 정보를 획득하기 해 특징  기반의 시

차맵 생성 알고리즘 연구가 꾸 히 진행되었으며, 제작

자는 생성된 맵의 재가공을 통해 상의 분석  편집 

작업이 가능하다. 

실험 상에서는 정확한 특징  분석  시차맵의 생

성 여부에 의한 이미지 왜곡보정이 수련되지 않은 오퍼

이터가 코 핀 는 메시 와핑 기능을 이용한 수작업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하 다. 입

체 상 제작은 수많은 라미터에 해 정량화된 가이

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 을 마련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 이는 제작자의 주  단의 개입과 

람자 스스로가 자신의 시각피로를 어느 정도는 허용

하기 때문이다. 일본 3D 컨소시엄(www.3dc.gr.jp)에서 

발간하는 3DC 안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량 인 기

을 제시하기 보다는 안 가이드를 권고하는 수 으로 

정리되어 있다[6].

2.2.2 공간분석

입체 상은 인지과학  해석에 따른 깊이인식을 바

탕으로 공간을 새롭게 표 하는 개념으로 근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연출의 상이 되는 공간에 한 디자

인이 필요하며, 촬  단계에서 이미 연출하고자 하는 

공간에 한 정확한 기 이 있어야 한다. 

이는 후반작업에서 깊이 스크립트(depth script)에 의

한 공간 재설정과 쇼트(shot)간의 깊이의 연속성

(continuity)을 유지하기 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  답사하여 촬 장을 실측하고 모델링해야 한다. 

한 사  시각화(pre-visualization)를 한 자료와 컴

퓨터그래픽스(CG)  실사 합성을 한 공간 매칭에 

요한 라미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간 분석을 한 카메라 추   합성을 

한 카메라 포커스 거리, 축간 거리,  거리, 컨버

스 거리 등의 촬  카메라의 메타데이터(meta data)를 

[그림 10]과 같이 생성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8]은 실험 상의 스크립트 일로 (A)부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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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카메라의 내부 정보값을 정리했으며, (D)는 CG 

합성을 한 이아웃(layout)을 해 간단히 장을 

스 치한 그림이다. 그리고 작성한 스크립트 일을 기

로 [그림 9]와 같은 스테 오 카메라 배치와 3차원 사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 다.

 

그림 8. 실험 영상의 사전 시각화 위한 스크립트 

(a)                     (b) 
그림 9. (a) 레이아웃에 의한 사전 시각화 (b) 3차원 사

전 시각화 작업

 

 

그림 10. SIP-2100의 실시간 메타데이터 정보
 

앞서 언 된 SIP-2100 는 3D BOX와 같은 하이엔

드  시스템에서는 입체 상의 품질을 감시  보정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의 생성  실시간 정렬, 이백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면 공간에서 CG  실사 

객체를 결합하기 해 필요한 거리(focal length)와 

IOD 값이 매 임별로 [그림 10]과 같이 실시간으로 

장된다. 

실험 상도 사 에 결정된 스토리보드를 기 으로 

사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 으며, 장 답사를 통해 

실측된 자료를 토 로 상 콘텐츠의 체 분량에 한 

리비쥬얼 작업을 진행하 다. 특히 CG 객체가 합성

되는 실내 일부 장면에 해서는 3D 모델링  사  모

니터링하여 실제 제작과정의 후반에서 소요되는 시간

 수를 이도록 하 으며, 이는 각 쇼트간 공간의 

일 성 유지를 한 요한 기 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11. 공간 일관성 및 공간 합성을 위한 사전 계측 및 모
델링 과정

그림 12. 카메라 메타데이터와 실측 모델을 이용한 합성과정

이러한 카메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간 추정  실측

자료에 기반한 3차원 사  시각화 과정은 인체공학  

과 안정 인 공간의 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며, 공간의 일 성과 창의  공간 디자인의 요한 

지표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A)는 스테 오 카메라를 추 하기 

해 필요한 카메라 내부 정보값과 IOD(inter ocular 

distance) 등을 입력받아 3차원 특징 을 복원한 이

며, (B)는 사  계측 모델을 공간정보로 활용하 으며, 

(C)는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CG 객체와 실사간의 

합성한 결과이다. 

2.2.3 공간연출

입체 상을 촬 하는 카메라는 두 의 카메라를 일

정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치해서 발생하는 수평시차

(horizontal parallax)와 카메라를 안으로 모으는 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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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n) 방식에 의한 의 치를 조 해야 한다. 그

러나 입체 상은 수평간격(interaxial distance)과 수렴

(convergence point) 이외에도 피사체와의 거리, 

즈 거리, 이미지 센스의 크기, 스크린의 크기, 객

과의 거리 등의 많은 요소에 따라 입체 정도가 결정된

다[7]. 

이러한 입체값은 앞 의 공간분석 방법에 의해 한정

되어진 범  내에서 돌출 역과 후퇴 역을 설정한다. 

이때 스테 오그래퍼는 스토리 라인에 기반하여 최종 

상 될 디스 이 사이즈에 따라 상의 입체값을 디

자인한다. 즉, 몰입감(immersive effect)을 기반으로 공

간을 재설정하며, 이 과정은 깊이 스크립트(depth 

script)로 표 된다[8].

             (a)                         (b)
그림 13. 실험영상의 (a) 장면별 (b) 컷별 깊이 스크립트 작

성 예

스테 오 상의 특징  검출  매칭

시차맵 생성  보정

수직 얼라인먼트 보정

수평 상 이동(HIT)  재수렴

잘못된 얼라인먼트의 보정
(Warp & ConnerPin)

그림 14. 공간 연출의 작업과정

일반 으로 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 상의 이

을 통해 스테 오 도우의 반(violation)과 같은 입

체 상 제작 시 기시 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며, 허

용 공간(comfortable viewing zone)을 설정하여 입체값

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먼팩터를 고려하면서 

장면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9].

  본 논문의 실험 상에서는 시차맵을 이용하여 돌출

역(negative parallax)과 후퇴(positive) 역을 설정하

고 수평 상 이동(horizontal image translation)과 수

렴 을 조 하면서 입체공간을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실험 상을 제작하 다. 그리고 장에서 실측한 자료

와 카메라의 메타 데이터에 기반한 3D 모델링 데이터

는 스테 오 이미지를 역추 하여 생성한 카메라 내부 

변수값과 일치시킬 수 있는 정보가 되며, CG 객체와 실

사간의 합성  깊이의 연속성(depth continuity)을 설

정하는 요한 기 이 된다. 

그림 15. 수렴 촬영에서 공간 왜곡에 따른 깊이 보정

한 컨버 스 방식의 촬 으로 인해 피사체와 배경

의 깊이가 서로 과도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한 공간에

서 서로 다른 깊이 역(range)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는 Bernard Mendiburu의 서 “3D Movie Making”에

서 제안한 멀티 리그를 이용하는 촬 방법[10]을 고려

한다. 이 기법은 피사체 뒤의 후퇴 역을 이기 해 

IOD를 달리하여 두 번 촬  후에 합성하는 방법을 의

미하며,  [그림 15](a)의 멀티리그(multi-rig) 기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CG 작업에서 가상의 스테 오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교  간단히 해결 가능하지만,  

실사의 경우 경과 배경을 분리하기 한 블루스크린 

촬 이나 로토스코핑(rotoscoping) 기능을 사용한 배

경의 분리작업, 그리고 시차맵에서의 홀 필링(hole 

filling) 작업 등을 수반한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의 보

다 세 한 공간 연출 방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복잡한 

멀티리그를 도입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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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b)]에 나타낸 멀티 수렴(multi-convergence) 

연구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11]. 이 방법은 촬 장에

서의 멀티리그 도입에 따른 실 인 어려움을 극복하

기 해 후반작업 과정에서 후퇴 역(positive parallax)

의 왜곡률을 조 하여 피사체를 안정권에 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 장면에서 원근에 의한 깊이정보에서 왜

곡이 발생할 경우 왜곡률을 계산하여 실사  CG 공간

을 매칭시켜야 한다. 그러나 카메라의 내부변수를 일치

시켜도 왜곡률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간

연출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IOD, 뷰잉거리

(viewing distance), 스크린 폭 간의 상 계에 따라 

왜곡되는 깊이 계를 [그림 16]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6. 원근에 의한 기하 왜곡 현상

[그림 16](b)와 같이 원근에 한 왜곡이 없을 경우에

는 공간합성이 가능하지만 (C)와 같이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왜곡률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매 임별로 수작업을 통해 공간합성을 수행해야 하

며,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로 호주의 커틴공과 학교

에서 련 연구를 참조한다[12]. 이 방법은 거리평면의 

곡률  비선형성, 기울어짐(shearing)  키스톤 왜곡 

등을 기하 으로 분석한 다음, 카메라  디스 이 

라미터의 설정을 통해 왜곡을 상쇄할 수 있다.   

Ⅲ. 결 론 

2차원 상 콘텐츠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제작 단

가와 새로운 디스 이 환경의 구축 외에도 객이 느

끼는 시각 인 불편함 문제로 인해 입체 상의 제작 편

수가 해마다 격히 어들고 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싼 제작비나 디스 이 기술 뿐 

만이 아니라 시각  피로도 문제를 비롯한 안 한 입체

상 제작의 기법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고가의 이미지 로세서가 탑재된 장비만으로 해

결되지 않으며, 작품에서 스토리라인을 계획하는 것처

럼 입체도 연출의 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공간 디자

인  측면과 인지 과학  해석을 목하여 기획단계에

서부터 후반 제작까지 철 하게 분석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 인 입체공간의 구성을 한 제

작 이 라인 과정으로 기하보정, 공간분석, 공간연출 

단계로 구성된 3D 스 트닝 기법을 제안하 다. 사  

시각화 과정을 통해 기 제작단계에서 입체공간의 구

성에 방해되는 요인을 배제한 다음, 3차원 공간을 효율

으로 분석하고 안정 인 입체공간을 연출하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 상을 제

작하여 안정 으로 입체공간을 연출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 트닝 방법을 통한 안 한 입

체공간 구성에 한 연구는 향후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정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스 트닝 방법이 실감콘텐츠 제작과정에 더욱 효과

으로 용되기 해서는 인간공학  설계에 기 한 계

량화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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