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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 기반의 항공촬  기법을 화제작에 용토록 하기 해 드론 기반의 스토리보드 제

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작 시스템은 항공촬  수행 , 비행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다양

한 스토리보드 세트를 수집한다. 감독은 스토리보드 세트  가장 합한 스토리보드를 선

택한다. 선택된 스토리보드에는 촬  상정보와 함께, 드론 제어정보들이 포함된다. 드론의 

제어정보를 실제 촬 에서 사용하여, 정 한 항공촬 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론

   컴퓨터 그래픽스는 실제 촬 이 어려운 상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사실 인 상의 확보를 원할 경

우, 캠캣(Camcat) 는 트 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카메라 이동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구도의 상을 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카메라를 제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드론 기반의 항공촬 이 주목받고 있다[1]. 항공촬

은 고정되지 않아 장착된 카메라의 각도를 조 하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드론을 제어하며 한 상

을 확보하는 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토리보드는 감독이 구상하는 거리, 등장인물, 

구성용소, 촬  임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장면별

로 스 치한 문서로, 드론 기반 스토리보드 제작 시

스템은 비행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며 시뮬 이션 비행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상이 시뮬 이션과 같이 촬 되도록 드론을 자동으

로 제어한다. 본 논문은 드론 기반의 스토리보드 제

작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과 차를 설명한

다.

2. 드론기반 스토리보드 제작 시스템

   드론 기반 스토리보드 제작 시스템은 a) 3D 컴퓨

터 그래픽스 기술, b) 항공 시뮬 이션 기술, c) 드론 

항법기술, d) 비디오 분석기술을 사용한다. 3D 컴퓨

터 그래픽스 기술은 촬  배경과 배우를 모델링하여 

시뮬 이션 공간에 배치하고 촬 할 상의 시나리

오를 설계한다. 두 번째로 항공 시뮬 이션 기술은 

비행 시뮬 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스토리보드 장

면 탐색을 한 자동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로 

드론 항법기술은 기체역학을 반 한 제어 기능을 수

행하여 드론을 활용한 촬 에 사용한다. 마지막 비디

오 분석 기술은 이벤트를 탐지하여 스토리보드를 추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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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left). Fig. 1B(middle), Fig. 1C(right)

스토리보드 시스템 구성도

1) 드론기반 상 스토리보드 시스템 구성

   드론기반 스토리보드 시스템은 a) 비행 시뮬 이

터, b) 시뮬 이터 인터페이스, c) GCS(ground 

control station)로 구성된다. Fig. 1은 체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 다. 첫 번째로, 비행시뮬 이터는 시뮬

이션 환경을 구성하며 가상 드론을 활용하여 상

을 촬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비행시뮬 이터로 는 

X-plane을 사용하 다(Fig. 1A). 두 번째로 시뮬 이

터 인터페이스는 가상공간의 드론 이동과 상을 제

어하는 시스템으로, 항 정보, 상정보와 스토리보

드를 함께 장한다(Fig. 1B). 세 번째로 GCS는 실

제드론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스토리보드의 항 정

보를 기반으로 실제 드론을 자동 제어하여 스토리보

드와 일치하는 구도와 상을 촬 한다(Fig.1C)

2)드론기반 상스토리보드 제작 차

   시스템 운용 차는 4단계이다. 첫 번째는 가상 

화촬  공간 개발로, 기존 비행 시뮬 이터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한다. 표 인 비행 시뮬 이터 환경

으로는 X-plane과 Flightgear가 있다. X-plane은 

World Editor[2], Flightgear는 OpenSceneGraph[3]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 환경을 모델링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상공간에서 항공촬 이다. 가상 항공

촬 을 통해 다양한 구도를 시 하고, 연출하는 상

에 가장 부합하는 상을 수집한다. 가상 화 촬 공

간에서 촬 된 상은 시뮬 이션 상 DB에 장

된다. 세 번째는 시뮬 이션 상 DB를 분석하여 스

토리보드를 추출하는 것이다. 항공 촬 의 특성상 수

많은 구도의 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상 자료를 개별 으로 검토하지 않고, 비디오 분석기

술을 사용하여 스토리보드 상을 구성한다. 네 번째

는 시뮬 이션 상에 포함된 드론의 제어정보와 

치정보를 사용하여 실제 드론 촬 을 수행하는 것이

다. 시뮬 이션에서 검토된 치와 구도에 맞게 실제 

드론을 운용하여 촬 하는 상이 스토리보드와 부

합하도록 한다.

3. 스토리보드 제작 결과

   가상 화촬  공간으로 X-plane 로그램을 이

용하여 시뮬 이션 환경을 구축하 고,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X-plane에서 제공하는 드론 모델을 사용하

다. 촬  배경은 미국 로스앤젤 스 국제공항이며, 

공항 활주로에서 트럭이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시

나리오로 정하 다. 차량들과 차량 간의 동작은 

World Editor에서 설정하 다.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

를 진행할 때, 드론 모델을 운용하여 상을 촬 하

다. 20 m 상공에서 정지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차

량의 추격을 촬 하 다. 드론에서 촬 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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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장면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장면은 스토리보드 DB에 장된다.

Fig. 2A(left), Fig. 2B(middle), Fig. 2C(right)

스토리보드 차량 추격 씬

4. 결론  향후 추진

   화  미디어 산업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한 촬 용 드론

장비 기술을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효율 인 

항공촬 을 한 지원 시스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본 논문은 항공촬 을 지원하기 한 방안으로 

드론기반의 스토리보드 제작 시스템을 제안하 다. 

특히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요소기술을 분석하고, 

시스템 운용 차를 설명하 다. 한 X-plane에서 

드론모델로 촬 한 장면을 제시하여, 일부 구축된 시

스템을 제시하 다. 향후 지속 인 연구를 추진하여, 

드론모델 제어기술, 상 분석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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