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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면영상을 이용한 실감영상은 스크린이나 다면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보여 
지게 제작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면영상은 전시를 위한 기획영상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Screen X와 같은 시스템을 통
해 영화와 같은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포맷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3대의 줌렌즈가 장착된 HD급 방송용 
디지털 비디오를 이용해 Screen X와 같은 방법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전경 장면부터 클로즈업 장면까지 촬영한 후 다면
영상 정합보정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 파악하였다. 촬영 방법과 장비를 보완하면 다면영상이란 포맷이 스토리와 
정보 전달이 가능한 매체임을 제시하였고 향후 방송용 줌렌즈를 이용한 촬영보다 표준렌즈 기반의 시네마급 카메라를 이용
한 양질의 다면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 Screen X, 다면영상, 실감영상, 파노라마, 정합보정
Abstract  Realistic videos using multi-view videos are created so that the contents shown on multi-view 
displays or screens look realistic. These images have been mostly used for special videos for exhibition, but, 
recently, systems such as Screen X have given rise to multi-view images as a format for storytelling contents 
such as movies. This study used HD-level broadcasting digital video camera with three zoom lenses for 
shooting wide to close-up shots focusing on a person, in the same way as Screen X, and identified and 
analyzed problems found during multi-view image registration corr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provided the shooting technique and equipment are improved, the multi-view format can be used for conveying 
stories and information. Future research will need to investigate and supplement relevant techniques that will 
enable production of high-quality multi-view image contents by using a cinema-grade camera with standard 
lenses, instead of using broadcasting-grade zoom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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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감나는 영상을 창조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영

상산업은크고넓고정교할수록좋다는말을부인하지

않는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가상현실 5대선도프로

젝트’로 채택된 Screen X는 2012년 CGV와 한국과학기

술원(KAIST)이 공동 개발한다면상영시스템이다[1]. 상

영관 3면을통해관객들에게특별한장치를착용하지않

고영화에몰입감을줄수있는 Screen X는실감영상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Screen X의 기술적 원천

은 1952년에상영한시네라마시스템을이용한기획영화

‘This is Cinerama.’일 것이다[2]. 이번 연구는 시네라마

시스템과 Screen X를 비교 분석 하고 동시에 제작 방법

의 공통점을 알아보며 제작 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의 해결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다면영상 제작 시

발생되는화면과화면패널사이의이음새부분에서발생

되는 이미지 왜곡현상을 스티칭(stitching)작업을 통한

정합 보정의 가능 범위를 알아본다. 더불어 이를 통해

Screen X와같은포맷이스토리를전달하는영화나콘텐

츠 화면구성의 범위를 알아보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creen X의 원천기술 ‘시네라마(Cinerama) 

시스템’의 이해
1930년대와 40년대는할리우드의황금기이지만텔레

비전이라는 기막힌 발명품이 영화가 쌓아 놓은 모든 것

을 잠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은 화면이 작고 탁했지만

1952년이되자주간영화관객수를급락시킬정도로강

력했다. 그러나 영화 산업은 관객의 발길을 돌릴 기술을

가지고있었다. 바로천연색영화였다. 테크닉컬러사는

1917년 두가지컬러프로세스를발명한뒤 1930년 3가지

컬러로발전시켰고그후이스트먼코닥에서빨강, 파랑,

노랑빛을한줄의필름에모두흡수할수있는컬러네

거티브 필름을 발명하자 컬러 필름의 비용이 급속히 감

소했다[3]. 총천연색은 다시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 들

였으나 작은 사각형의 TV화면은 여전히 강력했으며 가

정에서의 엔터테인먼트로 자리매김 하였다[Fig. 1].

[Fig. 1] American family watching TV, 1958

실감나는 관람을 창조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영

화 산업은 클수록 좋다는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수평선

을보는듯한오늘날의와이드스크린은관객들을완전히

다른 세계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컬러의 등장처럼 영화

화면의 대형화 역시 TV 때문에 발생한 일 이었다. 미국

은 1952년 극장을 가야할 새로운 이유를 발표했다. 와이

드스크린영화가등장한것이다. “이것이시네라마입니

다”라는 영화였다. 가정용 TV에선 재현 불가능한 시스

템이었다[4].

영화 초기 시절처럼 플롯도 드라마도 없이 시네라마

는신기술을보여주는진열장이었다. 특수제작된 27mm

렌즈를장착한 3대의카메라로촬영해서 35mm 3통을동

시에나란히찍을수있었다. 각통엔 300m 길이의필름

이들어가서약 8분 분량을상영할수있었고세로로촬

영한 영상을 옆으로 3대를 나란히 배치해 화각을 147도

에서 150도에이르러서 2.59:1의 화면비율로사람들을그

림속에있는것처럼느끼게한넓은영상을구현한것이

다[5].

[Fig. 2] Fred Waller who developed a Cineram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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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놀라운 카메라의 발명자는 프레드 월러(Fred

Waller)였다[Fig. 2]. 그는 1938년 이개념을이용해 11개

동시카메라시스템을만들었다. 그리고 2차대전에서기

총훈련을 위해 5개카메라시스템으로 개조했다. 최초의

가상현실 훈련 장치였다[Fig. 3].

[Fig. 3] A virtual training device invented by Fred 
Waller

[Fig. 4] This is cinerama movie poster-1952

[Fig. 5] Cinerama system bird's-eye view

바로 이 기획 영화가 “This is CINERAMA."이었다

[Fig. 4]. 개봉다음날뉴욕타임스의 1면에실려하룻밤

새세상의주목을받았다. 사람들은영화를보고또보았

다. 그 결과 ‘이것이 시네라마입니다.’는 1952년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다. 극장에서 시네라마 필름은 카메라와

똑같은 배열로 된 세 개의 프로젝션 부스에서 상영되었

다[Fig. 5][6].

2.2 시네라마의 단점
시네라마는 특수장비를 갖춘 200개의극장에서 14년

간상영되었었다. 5편의기획영화는엄청난인기를끌었

으나 복잡한 시네라마 시스템은 할리우드에 큰 주목을

받지못했다. 시네라마는획기적인시스템이었지만촬영

이나 상영 단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다. 촬영용 카

메라의무게는 360kg에달해운반하는것도힘들었고카

메라 초점거리는 단일 초점거리 밖에 없어 촬영할 때에

는 카메라가 아니라 배우 배치를 조정해 영상을 정리하

는 작업이 필요했다[Fig. 6]. 카메라 렌즈의 광학적 특성

상 전경장면은 3면 영상 구현이 가능하지만 클로즈업과

같은장면은눈에띄게굴곡이있었고줌렌즈를사용시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7].

[Fig. 6] Cinerama’s camera system

영화 상영 시 필름 이미지가 프로젝터를 통과하면 세

개의 영상 이미지가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이른바 필름

지터(jitter)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단일 프로젝터에서는

관객들이 감지 할 수 없으나 시네라마에서는 가운데 이

미지가양쪽이미지와상영이되면서움직임이감지되었

다. Cinerama 프로젝터는화면과화면이서로겹치는부

분에빛이겹쳐상영되지않게하기 위해프로젝터에서

빛을진동시켜이미지를교대로차단하여화면의겹치는

영역을부드럽게하였으며화면의색상과밝기에도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Fig. 7], [Fig. 8]과 같이 3개의 화면

패널사이의이음새는일반적으로감추지는못하고상영

되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촬영시화면이겹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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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무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성하고 배우를

중앙에 배치하여 연출하였다. 또한 필름 중 하나가 망가

지면동기화유지를위해다른두필름과사운드트랙필

름을잘라내야했다[8]. 감독들에겐까다로운시스템이었

고이로인해스토리를전달해야하는영화를찍지못해

감독으로써성공하기가힘들어외면하였다. 비록서부개

척사가 1962년최고의히트작이었지만제작비가너무많

이 들어서 제작과정이 실용적이지 못했다.

[Fig. 7] Cinerama frames

[Fig. 8] One scene of Cinerama

그러나 영화산업은 와이드 스크린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들의뜻을거스를순없었다. 35mm필름을두배로

키운 70mm 필름을 사용한 고 예산 와이드 스크린 영화

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록 화상은 시네라마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화질이 아주 선명하고 거대했다. 카메라를 다

루기 쉬워서 기술보다는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

었고 제작이 쉬워져서 시네라마보다 더 좋은 영화를 만

들었다. 또한렌즈를바꿀수있었고, 카메라를쉽게움직

일 수 있어 역동적인 액션으로 제작을 할 수 있었다. 이

렇듯 시네라마는 70mm 필름으로 대처되면서역사의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9,10].

2.2 Screen X의 등장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세계최초 CJ CGV 멀

티프로젝션 특별관에서 Screen X를 활용한 첫 영화 ‘더

엑스’ 영화가 개봉되었고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Screen

X는 시네라마가 시도한 것처럼 [Fig. 10]과 같이 3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중앙 전면 스크린과 상영관 좌우 벽

면을스크린으로활용하는다면영상시스템이다[Fig. 9].

Screen X는 VR과 함께 가상현실 선도 프로젝트로 자리

매김하고있으며기존의영화관처럼많은인원이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관람 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시 기술적

제한은있지만대부분의제작과정이일반영화제작과유

사하며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여 진취적인 영화감독들에

게많은관심을받고있다. 특히 Screen X의신기술만큼

놀라운것은 CJ CGV의투자도대단하다는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CGV여의도, 홍대, 영등포를 비롯해 84개 스크

린, 해외에서는 미국 LA 마당과 라스베이거스 AMC 극

장, 중국완다, 태국방콕메이저시네플렉스등 3개국 23

개 스크린을설치해운영중에있고 2020년까지전세계

1,000개 스크린까지 확대 설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11].

[Fig. 9] Configuration of 3 cameras for shooting 
Screen X Contents

[Fig. 10] Screen X theater

3대의카메라로촬영된 Screen X는멀티프로젝션맵

핑기술을통해정면스크린을좌우벽면으로확대해 3면

을 스크린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Screen X Solution은

Screen X Mastering Unit, Screen X Projector로 구성되

어 있으며, Screen X Mastering Unit은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렌더링(Rendering),플레이백 (Playback) 기

능을수행한다[Fig. 11]. 상영환경 DB 분석부터영상보

정, 재생, 관리에이르기까지모든기능이유기적으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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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으며, 이를 기존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과 동기

화하여국내와해외에서특허가출원되어있다[12]. 하지

만 Screen X가 실감영상의 한 부분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영상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아들일 수

있는포맷으로받아들여지려면풀어야할많은과제들이

있다.

[Fig. 11] Screen X Solution

Categories Cinerama Screen X

horizontal viewing
angle

147∼150 150∼270

Number of cameras
used

3 units :
Horizontal alignment

3 units :
Vertical
alignment

Development Year 1952 2012

Aspect ratio 2.59:1 7.05:1

Frame rate 24frames/sec 24frames/sec

Shooting format Film (35mm) Digital (4K)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Cinerama and 
Screen X

촬영장비는 과거에 비해 경량화 되었고 화질은 더욱

선명해졌지만세대의카메라가올라가있는장비를움직

이며촬영하는것은촬영스텝들에게상당히힘든일이다.

세대의카메라를사용하여넓은 화각으로촬영하다보니,

미술과조명이커버해야하는부분이 2~3배이상넓어졌

다[Fig. 12].

[Fig. 12] Screen X Shooting scene

3. 연구방법 및 실험
3.1 실험환경과 범위
Screen X와 같은 다면영상은 1952년 Fred Waller가

개발한 시네라마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번실험환경은 Cinerama 시스템과 Screen X의제

작 환경을 응용하여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촬

영과 스티칭 작업 과정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에사용된카메라는 Sony PXW-X200이며 3대를나

란히배치해화각을 150∼180도에이르도록촬영하며특

히인물크기에따른장면을연출하여스토리전달시화

면 구성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알아본다[Fig. 13].

[Fig. 13] Sony PXW-X200 camera used in the 
          experiment

후반보정작업은 Adobe After Effects를 이용하여 세

면을이어붙이기위한 ‘스티칭’ 작업과촬영본이미지를

휘어보이게 하는 왜곡현상을 보정하며, 같은 회사의

Adobe Premiere Pro를 이용하여 최종편집과 완성 본을

제작한다.

3.2 다면영상 구현을 위한 촬영
이번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Sony PXW-X200은 HD

급 카메라이며 세 개의 1/2인치 형 Full-HD Exmor™

CMOS센서가포함되어있어고해상도, 고감도, 낮은노

이즈 및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구현하며 높은 감도를

달성한다. 또한 29.3mm에서 499mm로 확대 가능한

(35mm급) 전문가용 Fujinon HD 17배줌렌즈가탑재되

어 있으며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 방송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14]. 이 카메라의 다른 장점 중

하나는타임코드입/출력및젠록입력인터페이스를갖

추고있어여러캠코더로촬영을할때비디오신호타이

밍과 타임코드를 다수의 캠코더 간에 동기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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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작업 시 정합, 보정, 편집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3면 영상촬영을위해 3대의카메라를자체제작한임

시 리그에 올려놓고 화각을 150~180°범위 내로 셋업을

한다. 각 카메라의 촬영 영역을 스티칭 작업을 고려하여

겹치게 구도를 설정한다.

[Fig. 14]와 같이 5~10%가되도록화면을겹치게촬영

하면 후반작업 스티칭 작업 및 정합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와이드 샷과 같은 전경장면을 촬영할 경우에는

중첩 부분을 최소화 하여도 스티칭 작업에는 무리가 없

다[7].

[Fig. 14] Shooting range of 3 cameras

카메라 수평을 유지하며 각 카메라의 촬영 포맷,

White Balance, Gain, Iris, Zoom 위치값 등을동일하게

셋업 한다. 이러한 부분 중 한 부분이라도 설정 값이 다

르면다면영상구현시색감차와화면크기가달라져스

티칭 작업이 힘들어진다.

[Fig. 15] Camera Shooting Setup Display

[Fig. 16] Multiplanar images results taken at Zoom 
position 0 - Wide Shot-

[Fig. 16]은 Wide shot 촬영을 위해 [Fig. 15]와 같이

3대의 카메라를 Zoom 위치 0, 색온도 5100k, Iris 6.7,

Shutter speed 125, 프레임 레이트 23.98P로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Fig. 17] Multiplanar images results taken at Zoom 
position 30 - Full Shot-

[Fig. 17]은 Zoom 위치 30으로 셋업하고 중앙에 인물

을 배치하여 Full Shot으로 촬영한 영상 장면이다. 인물

을 Full Shot으로촬영한다면영상은안정감있는결과물

을 만들어 내었으며 촬영도 다소 용이하게 진행 되었다.

[Fig. 18] Difference in shooting range angle between 
Zoom position 0 and 30

Zoom 위치가 0일 때 보다 촬영영역의 폭이 [Fig. 18]

과 같이 좁아지게 카메라 각도가 조정 되었다. Zoom의

위치가변경될때 3대의카메라촬영범위에맞는카메라

배열에 신경을 써야 한다.

[Fig. 19] Multiplanar images results taken at Zoom 
position 60 - Medium Close Shot-

[Fig. 19]는 인물 중심으로 Zoom 위치를 60으로 설정

하여 Medium Close Shot을 구현한영상장면이다. 인물

이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Full Shot에 비해 촬영 장면을 만드는데 다소 어려웠다.

[Fig. 20] Multiplanar images results taken at Zoom 
position 30 - Clos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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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은 인물 중심으로 Zoom 위치를 30으로 재설

정하여 Close Shot을 구현한장면이다. 여러차례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3.3 다면영상 촬영에 대한 결과
부드러운무빙장면을연출하기에는세대의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무거운 리그를 움직이기에 다소 많은 무리

가있으나 Dolly In & Out과 같은간단한움직임을이용

한장면은가능하다. Zoom In & Out과 같은촬영기법은

3대의카메라에동일한 Zoom속도를부여하더라도카메

라 촬영 각도 조절이 필요하여 다면영상 구현이 힘들다.

Zoom의위치값을높여서Medium Close Shot을 구현하

는 것 보다 Zoom 위치값을 0~30으로 셋업한 후배우를

움직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편이 스토리 전달과 장비 셋

업, 촬영시간, 스티칭 작업 등에 많이 유리하였다. Zoom

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사물이나 원경 장면에 대응하는

스티칭작업은순조로우나인물에대응하는스티칭작업

은매우힘들어진다. 특히Medium Close Shot이상 화면

크기에서 인물이 화면과 화면사이 접합부분을 지나가면

배경은 제대로 표현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에서는

많은왜곡을일으켜이미지가일치하지않아스티칭작

업에 많은 소요시간이 걸리며 완벽한 정합 작업을 수행

할 수 없었다. 전경장면이나 인물의 풀 샷은 3면의 화면

에서연출이가능하고효과가극대화되지만인물 Close

Up의경우정면화면에서좌우화면으로이동시디귿자

형극장의각도로인해인물이꺾여보이는기이한모습

이연출되며스티칭된면을배우가통과할때도왜곡현

상이발생된다[13]. 또한조금만 Panning을하게되면촬

영스텝들이카메라에걸리는일이자주발생한다. 3대로

구성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카메라의 경계에 있는 피사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Fig 21]. 다면영상에 인물을 등장시킬 경우 풀어

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Fig. 21] Camera position and shooting range

과거의 카메라와 비교해 요즈음 디지털 장비는 많이

소형화 되었으며 카메라 위치 값의 간격을 어느 정도로

최소화할수있으나카메라의위치를일치시킬수는없

다[16]. 특히디테일한인물촬영을위해 Zoom 위치값을

높게 하여 Medium Close Shot 이상의 Close Up 장면을

촬영할경우더욱두드려진다. 인물촬영의크기를 Close

Up으로 촬영 시 더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다면영상을 이용하여 스토리 전달을 위한 영

상은 인물 Close Up이 3면에 모두 나와야 할 필요는 없

다고 생각된다. 또한 줌렌즈를 사용하여 초점거리를 정

확히 동기화시키기에도 다소 많은 무리가 있었다. 동일

제조사, 똑같은 모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Zoom위

치 값을 설정하여 촬영하더라도 촬영상황에 따라 화면

크기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으며 후반작업 시 크기 보정

을 위해 많은 스티칭 작업 시간이 소요 되었다.

Camera
Movement

Framing heights

Close Up
Medium
Shot

Full Shot Wide Shot

Panning negative negative a little a little
Zooming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Tilting negative a little a little a little
Dolly In negative positivity positivity positivity
Dolly Out positivity positivity positivity positivity
Fixed positivity positivity positivity positivity

<Table 2> Available range for framing heights

현대의 광학기술은 많이 발전 되었으나 렌즈 제조 과

정과모양에의해왜곡이전혀없는렌즈는사실상없다.

촬영된 영상은 렌즈 표면의 굴곡으로 인해 빛의 왜곡현

상이발생되는데이러한현상을방사형왜곡이라부르며

초점거리가 적을수록 왜곡현상이 두드러진다[17,18]. 줌

렌즈보다는같은초점거리의단렌즈사용이훨씬제작

에 용이하며 어안 렌즈와 같은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는

왜곡현상이 두드려져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15]. 줌

렌즈 보다 50mm 표준렌즈를 사용하면 왜곡현상을 최소

화할수있고스티칭작업도보다쉬워진다. 다면영상구

현을 보다 쉽고 왜곡현상을 최소화 하여 정확한 화면크

기를얻기위해서는단렌즈사용을추천한다. 또한방송

용줌렌즈를이용한촬영보다단렌즈기반의시네마급

카메라를이용하는겻이양질의다면영상콘텐츠를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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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합보정을 위한 스티칭 작업
3대의카메라로다면영상촬영시각각의카메라는렌

즈의 초점거리, 카메라 위치로 인해 촬영된 영상은 렌즈

의 왜곡현상 뿐만 아니라 미세한 기울기, 원근감과 카메

라의간격차이로인한다시점현상등이발생되는데특

히 화면과 화면 연결 부위에서 발생된다[19]. 시네라마

시스템이나 Screen X 에서도발생되었던문제들이다. 이

러한 현상을 최소화한 다면영상 구현을 위해서는 왜곡

현상을 보정하고 더불어 세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

을이어붙이기위한 ‘스티칭’이라는작업을해줘야한다.

다면영상 촬영 시 발생된 왜곡현상과 정합과정을 위

해이번실험에사용된소프트웨어는Adobe After Effects,

Adobe Premier Pro CC을 이용하여 촬영된영상의스티

칭 작업과 최종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Adobe After

Effects를 실행시키고 Composition Settings의 값을

5,760 x 1,080 pixels, 즉 FHD급 사이즈 3개 영상을나란

히 배열해 놓은 해상도 이며 촬영 시 셋업 된 Frame

Rate (24 fps), 픽셀종횡비(정사각형), 지속시간등도동

일하게 설정한다.

[Fig. 22] Shooting before stitching

[Fig. 23] Correction work with mesh warp effect

[Fig. 22]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나란히 배열하면 A /

B화면사이와 B / C 화면사이의이미지를스티칭작업

을 위하여 중복 촬영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된

부분을자세히보면이미지의위치값, 기울기, 크기등의

차이를발견할수있으며약간의렌즈왜곡현상도발견

할수있다. Adobe After Effects의 mask 기능을이용하

여 A 와 C 화면을 B 화면에 맞추어 자르고, transform

의 position, rotation, scale 값을조절하여 1차스티칭작

업을 실시한다. transform을 통한 보정작업의 한계가 발

생되면 특수 효과의 한 종류인 mesh morph 플러그인을

[Fig. 23]과 같이해당장면에적용하여미세한이미지스

티칭 작업을 진행한다[20].

전경장면이나 Full Shot 정도의인물크기에는상당히

많은효과가있으나 Close Shot 이상의디테일한인물촬

영에는카메라간격차이에의한다시점현상이크게나

서 스티칭 작업이 어려웠다.

극영화와 같은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다면영상을

이용해제작할경우해결방법은배우의움직임을한화

면에위치하게큼배우가움직이는연기지역을설정하여

연출하는방법이있다. 그리고다면영상에맞는연출기

법과 화면 구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상영을 위한 콘텐츠 구성
스티칭 작업이 완료되면 렌더링 과정을 통해 재생 가

능한 파일로 만들어 상영해야 한다. 최종 완성된 영상물

화면사이즈는 5,760 x 1,080 pixels 이다. 이영상을하나

의 파일로 렌더링 한 후 별도의 추가된 서버 장치 없이

3대의 HD급 디스플레이어로 직렬 연결하여 상영할 수

있으나 웬만한 컴퓨터 CPU로는 5,760 x 1,080 pixels 사

이즈의 영상을 재생하기 힘들며 또한 감당할 플레이어

(소프트웨어) 지원도 제약이 많다. 또한 추후 확장성 및

다양한 화면 구성을 위해 3대의 디스플레이어와 미디어

서버, 싱크 서버를 병렬로 구성하여 상영하는 방법으로

접근 하겠다. 이러한 방법은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과 동

기화한 Screen X Solution, 멀티스크린솔루션인 Dataton

Watchout, 9X Media등이다면영상상영에응용되고있

다[21,22]. 이러한시스템의기본적인구조는최상의화질

을 비디오 서버에 탑재하여 개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영상을제어하는방식이다. 다면영상시스템에

서동기화및재생관리에응용되고있으나범용장비가

아니어서 제작 예산이 높아질 수 있다[23].

그러면 3대의 디스플레이와 영상서버, 싱크서버를 병

렬로연결한 3면영상상영을위한구성방법에대해알아

보겠다. [Fig. 25]와 같이 3대의 영상서버에서 최종 영상

을분할하여상영할수있도록Adobe After Effects에서

스티칭작업으로완성된 [Fig. 26]의파일을편집과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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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자인, Split Rendering 제작을 위해 Non Linear

editing system에서 완성된 파일을 가져와 편집과정을

수행한다. 이번실험은Adobe 계열의Non Linear editing

system인 Premiere Pro CC를이용하여편집을수행하였

다. 프로젝트 생성 후 Sequence Settings (5760x1080

pixels, 24 frames/second, No field, square pixel aspect

ratio)값을설정한후완성된파일을가져와편집과정(색

보정, 사운드 디자인, 편집 등)을 수행한다.

[Fig. 25] H/W configuration diagram

최종 편집이 완성되면 새로운 3개의 HD급 Sequence

(설정 값 : 1920x1080 pixels, 24 frames / second, No

field, square pixel aspect ratio)를 구성한다. 최종편집된

Sequence를 생성한 3개의 Sequence에각각위치해넣은

후왼쪽, 정중앙, 오른쪽즉 3개의 화면으로분할위치시

킨후 mp4 포맷으로 FHD 마스터영상 3개파일을얻는

다[Fig. 27]. 세 개의영상들은현재상용화되어있는다

양한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하며 제작된 3개

의 영상은 각각의 영상서버에 탑재하여 재생한다. 영상

서버의미디어플레이어는싱크서버를통해동기화재생

을 수행할 수 있다[24,25].

[Fig. 26] Images with completed stitching  

[Fig. 27] The composition screen for rendering to 
HD format

5.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 UHD (ultra high definition)와 같은고품질비디

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고효율 비

디오 압축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있다[26]. 이번 실험에

사용된 H.264 / MPEG-4 AVC 포맷은 동영상 녹화, 압

축, 배포를위한방식들중현재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

고 있으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H.265 / HEVC

포맷은 H.264대비 압축효율은 2배 이상, 화면크기는

Full-HD 대비 3~16배, 데이터양은 Full-HD 대비 4~96배

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27]. H.265 / HEVC 포맷은 고

해상도비디오용병렬처리로 4K나 8K와같은 UHD환경

에대응하는목표로개발연구되었고절반의비트레이트

만으로 H.264보다우수한화질의영상을재현할수있는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에 대한표준화가진행중이다[28]. 또한하

드웨어적인 발전과 디스플레이어의 기술개발도 지속적

성장중에있어이번실험을토대로 4K급카메라를이용

하여 11,520 x 2,160 pixels 이상의다면영상구현도가능

하며 실제로 Screen X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29].

관객들은 영상 콘텐츠를 볼 때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

의예술을보기원하고있다. 즉대중들은영화나다큐멘

터리, 광고, 기획영상등을통해새로운이야기와정보를

알려고 한다.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포맷의 영상이 많

은 조명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포맷에서 이야기와 정보

전달을 수행하지 못하면 단순 기술의 향연이라 볼 수밖

에 없다. 새로운 포맷을 이용한 신기술들은 분명 스토리

와 정보에 대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번 연구는 HD급 방송용 카메라 3대를 이용하여 다

면영상을구현및정합보정방법에대해알아보았다. 다

면영상이 주는 시원한 개방감은 스티칭 작업을 통해 정

합보정을 수행하여도 발생되는 왜곡부분마저 단점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다면영상을 이용한 스토리 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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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방식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향후에는 카메라

를 4K급 카메라로 대처하여 다면영상을 이용하여 스토

리 전달을 위한 영상연출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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