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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9년 3D 입체영화 아바타의 등장 이후 많은 연구기관에서 3D 입체영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또한 대학

에서 3D 입체영상 관련 연구 및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대학 교육과정에까지 3D 입체영상 제작 교육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리그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하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대학의 교육과정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에 대해 다룬다. 3D 입체영상 콘텐츠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론적인 내용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시한 실습 교육과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3D 입체영상의 제작원리 대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3D 입체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올바른 3D 입체영상 콘텐

츠 제작에 대한 교육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Many research institutes have studied 3D stereoscopic images since the release of 3D stereoscopic film ‘Avatar’ in 
2009. Universities have conducted research on and studied 3D stereoscopic image in various ways, and even university 
curriculums have adopted 3D stereoscopic image production courses. However, universities face many difficulties in 
purchasing expensive equipment including cameras and rigs for 3D stereoscopic image contents production training. 
This paper addresses the 3D stereoscopic image content production curriculum using software in university. A 
practical training course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theoretical contents and theories that must be dealt with in 3D 
stereoscopic image contents production curriculum. As a result, students could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3D 
stereoscopic image production and produce various 3D stereoscopic images using various software applications. In this 
parer, proper instructional methods for 3D stereoscopic image contents production in university are discussed through 
this producti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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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영화 아바타의 등장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은 

기존의 2D 방식에서 3D 입체영상 제작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3D 입체

영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영상콘텐

츠들이 3D 입체영상으로 제작되었다[1, 2]. 그러나 3D 

TV, 3D 빔 프로젝터 등 3D 입체영상을 상영하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3D 입체영상 콘텐츠의 부족현상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최근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 새로운 

영상콘텐츠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상현실 영상은 

가상현실 기기인 고글 형태의 헤드셋을 착용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헤드셋은 360도로 촬영된 가상현실 영상

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작되었던 3D 입체

영상 또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3D 입체영상의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일한 카메

라 두 대를 현장에 설치하여 직접 촬영하는 방식과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상에 가상의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하여 입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 

있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입체영상 제작 

교육 과정을 다룬다. 먼저 3D 입체영상 콘텐츠 교육에

서 다루어야 할 이론적인 교육과정을 설명한다. 이후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된 3D 입체영상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실습 과정을 수행하여 3D 입체영상 콘

텐츠를 제작하였다.   

Ⅱ. 본  론

2.1. 입체영상

인간의 안간 거리(평균 6.5cm) 차이로 인한 시차

(Parallax)는 각기 다른 두 개의 2차원 이미지를 뇌에 전

달한다. 이렇게 전달된 좌·우 이미지는 뇌를 통하여 하

나의 입체 이미지로 인식하게 된다. 두 눈이 이러한 것

처럼 두 대의 카메라를 좌·우로 배치시키고 카메라 렌

즈를 통해 동시에 좌·우 이미지를 촬영하게 된다. 이렇

게 촬영된 좌·우 이미지를 특정한 장비를 통해 상영함

으로써 입체감을 습득하게 된다[4]. 촬영된 좌·우 이미

지는 두 대의 카메라 간격으로 인해 양안시차(Binocular 

parallax)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림 1은 좌·우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의 양안시차를 보여준다. 

 

Fig. 1 Binocular parallax of Coke bottle(a)

2.2.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영화촬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촬영 현장에서 두 대의 카메라를 리그(Rig)

라는 장비에 설치하여 촬영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소

프트웨어 안의 가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입체영상

을 촬영하여 제작하는 방법이다. 두 제작 방식 모두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카메라 구

성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2.1. 두 대의 카메라를 현장에서 설치하여 사용하

는 실사 촬영방식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방식은 카메라

의 배치 방식에 따라 수평리그 방식과 수직리그 방식으

로 나누어진다. 그림 2는 리그에 두 대의 카메라를 배치

한 것을 보여준다.

  

(a)                           (b)

Fig. 2 Kinds of Rig (a) Side-by-Side Rig (b) Beam split Rig

수평리그는 그림 2의 (a)와 같이 두 대의 카메라를 인

간의 눈처럼 수평으로 배열하여 촬영하는 방식이다. 수

평리그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노출 감소 및 좌·우 영상

의 색상 차이가 없으며 그립장비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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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나, 두 대의 카메라 부피가 크면 인간의 평균 

안간 거리인 6.5Cm 보다 작게 두 개의 렌즈를 배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축간거리 조절의 제약으로 근접 

촬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수직리그는 수평리그의 단점인 축간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근접촬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

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프미러에 

의한 광량 손실이 존재하고, 미러 품질에 의한 좌·우영

상의 색차가 존재한다.  표 1은 수평리그와 수직리그의 

장단점을 보여준다.

Table. 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ig

Side-by-side  Rig

Advantages

•Easy setting of Rig and Alignment.
•No decrease of Rig and Alignment.
•No different color of left and right image.
•Usage is similar to regular camera.
•Long distance shooting.

Disadvantages

•Inter-axial distance limitations of cameras.
•Short distance shooting.

Beam split  Rig

Advantages

•Short distance shooting.
•Using a variety of camera lenses

Disadvantages

•Light loss by half mirror.
•Different color of left and right image.
•Unhandy to movements.
•Limit of using filters.
•Difficult setting of Rig and Alignment.

인간은 물체를 바라볼 때 두 안구가 회전하면서 두 

눈이 바라보는 교차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은 양안 시차가 발생하지 않은 지점이 된다. 3D 

입체영상 촬영 과정에서는 두 대의 카메라를 회전하면

서 초점을 조절하게 된다. 이처럼 두 대의 카메라가 바

라보는 시점이 교차되는 지점을 0점(Zero Parallax 

Point)이라고 하며 리그를 이용한 3D 입체영상 촬영 시 

0점(Zero Parallax Point)을 조절하기 위하여 3가지 주시

각(Convergence Angle) 구성법을 사용한다. 3가지 주시

각 구성법은 그림 3과 같이 평행식(Parallel), 복합식

(Complex), 폭주식(Convergence) 방법이 사용되고 있

으며, 주로 폭주식 방식이 사용된다. 

  (a)                 (b)                  (c)

Fig. 3 Configuration Methods of Stereoscopic cameras
(a) Parallel (b) Complex (c) Convergence

2.2.2. 가상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방식

두 번째 방법은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가상의 카

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D 소프트웨어인 Maya와 3D 

MAX, 광고 제작에서 사용하는 After Effect들의 소프

트웨어는 입체영상 제작을 위한 가상의 스테레오 카메

라(Stereoscopic camera)를 지원하고 있다. 두 대의 가

상의 카메라로 구성된 스테레오 카메라를 모니터 화면 

안에 배치시켜 사용함으로서 마우스 조절만으로도 두 

카메라의 축간거리(Inter-axial distance), 0점 등을 쉽게 

조절하면서 3D 입체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

상의 3D 입체 카메라는 수평리그 배치를 사용하며 주

시각 조절 방식으로는 폭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실사 촬영에서는 카메라의 부피로 인해 축간거리를 최

소 간격으로 조절하면서 촬영이 어려운 반면 소프트웨

어 카메라는 카메라 간격 조절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

다. 또한 실사 촬영에서 사용하는 폭주방식은 촬영된 

좌·우 이미지에 키스톤 왜곡(Keystone Distortion)이 발

생한다. 그러므로 촬영 후 작업과정에서 키스톤 왜곡을 

보정해주는 후반작업이 필요하지만 3D 소프트웨어에

서 두 대의 가상의 카메라로 구성된 스테레오 카메라는 

이러한 키스톤 왜곡(Keystone Distortion)없이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는 3D MAX 소

프트웨어 안에 배치된 객체들과 스테레오 카메라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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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ereoscopic cameras of 3D MAX

Ⅲ.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입체영상 교육 

과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입체영상 제작 교육은 가상

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리그와 카메라를 

구입하는 실사 제작보다 매우 적은 비용으로 교육이 가

능하다[5]. 대학의 실습실에 기존의 컴퓨터와 3D 모니

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교육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의 카

메라를 이용하여 3D 입체영상의 이론적인 원리를 이해

하고 소프트웨어 안에서 직접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학과의 입체영상 제작 과정은 대학교육과정에서 

4학년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1학년에서 3학년 과정 

동안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이론 교육인 스토리

텔링, 콘텐츠개발기획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2D 및 3D 

영상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기술을 교육한다. 그 중 

애니메이션 교육은 2학년 1학기 3D 모델링 제작 수업

을 시작으로 3학년에 걸쳐 4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컴퓨터 그래픽 기초를 포함한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은 1학년에서 3학년 과정을 통하여 학습

하고 있다. 그러므로 4학년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 관련 

이론 뿐 아니라 2D 및 3D 콘텐츠 제작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4학년 1

학기에는 3D 입체영상제작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은 총 15주로 이루

어져 있으며 15주 교육과정은 표 2와 같다. 중간시험 이

전 7주 동안은 3D 입체영상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

며, 중간시험 이후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30초 분량의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실습을 한다.    

Table. 2 Curriculum

Curriculum

1 week The Principle of Stereoscopic 3D image

2 week Camera Setting, Zero Parallax Point

3 week Inter-axial distance

4 week Convergence

5 week Depth Script

6 week Human factor

7 week The Principle of Stereoscopic 3D Display.

8 week Midterm exam

9-15 weeks Stereoscopic 3D image Production

3.1. 3D 입체영상 이론 교육과정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D 입체 

영상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가장 먼저 3D 입체영상 습득 및 구현 원리를 이해 하여

야 한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구현원리를 바탕으로 0점

(Zero parallax point) 지정의 원리, 카메라 축간거리

(Inter-axial distance)에 따른 입체감의 변화, 컨버전스

(Convergence)에 따른 입체감의 변화, 뎁스 스크립트

(Depth script), 시각적 피로(Visual discomfort) 유발 요

인 등에 대하여 이론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3D 입

체영상 디스플레이의 종류과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러한 교육은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미리 

학습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론교육 과정에서 다

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3D 입체영상 습득 및 구현 원리

인간은 두 눈의 간격(6.5cm) 차이로 인해 좌·우 각각 

다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를 양안시차(Binocular 

parallax)라 한다. 이렇게 입력된 각기 다른 두 개의 좌·

우 영상이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되며, 뇌는 전달된 두 

개의 이미지를 서로 융합시켜 영상의 원근감과 실재감

을 재생하면서 하나의 입체 이미지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두 눈의 양안시차로 인해 입체감을 느끼

는 것처럼 3D 입체영상 콘텐츠의 제작은 두 대의 카메

라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한 후 동시에 같은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된 각각의 좌·우 이미지를 편집․

출력하여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보여주게 된다. 

보는 이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좌측영상은 좌측 눈

으로 우측영상은 우측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입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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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되는 것이 3D 입체영상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

한 기본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 기존의 3D 입체영상 이

미지를 재생하고 바라보면서 입체감을 느껴본다. 또한 

포토샵을 이용하여 배경 레이어 위에 하나의 대상을 배

치시키고 배치시킨 대상의 좌·우 양안시차를 임으로 조

절한다. 이렇게 조절된 좌·우 이미지를 Side by Side로 

출력한 후 입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학습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림 5는 3D 입체영상의 인식 과정을 보

여준다. 

Fig. 5 Principle of a Stereoscopic Image

3.1.2. 카메라 셋팅과 0점 지정의 원리

인간의 두 눈이 피사체를 향하여 안으로 모이게 되는

데 이렇게 특정한 피사체를 향해 두 눈이 모이는 과정

을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한다. 그림 6과 같이 3D 

입체영상 촬영은 좌·우 카메라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촬

영하게 되는데 이를 축간거리(Inter-axial distance)라고 

한다. 이러한 축간거리를 조절하면서 피사체를 향하여 

카메라를 회전하면서 컨버전스를 조절하게 된다. 이

때 두 대의 카메라와 피사체가 이루는 각을 주시각

(Convergence angle) 이라고 한다.

Fig. 6 Control of Rig

두 대의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이 교차되는 지점을 

0점(Zero Parallax Point)이라고 하며 이는 입체영상 재

생 시 입체감이 없는  스크린 영역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

하는 카메라 두 대를 배치시켜 컨버전스, 축간거리, 0점

을 조절하게 된다. 우선 하나의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

에 배치시키고 피사체를 향하여 바라보게 한 후 렌즈의 

초점거리, 조리개 등 카메라의 속성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 후 카메라를 복사하여 두 대의 카메라의 축간거리

를 조절하고 0점 설정을 학습한다. 0점으로 설정된 피

사체가 3D 입체영상 재생 시 스크린 면에 보여 지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카메라 셋팅 방

법과 0점 지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1.3. 카메라 축간거리(Inter-axial distance)에 따른 

입체감의 변화

컨버전스를 주지 않은 두 대의 카메라는 평행하게 배

치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피사체는 돌출하는 

입체감을 가지게 된다. 두 카메라의 축간거리가 멀어질

수록 두 피사체의 입체감은 그림 7과 같이 커지게 되며 

반대로 두 카메라의 축간거리가 좁아질수록 두 피사체

의 입체감은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카메라의 축간거리

를 학습하기 우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두 개의 피사

체를 앞뒤로 배치시킨 후 카메라의 축간거리를 다르게 

하여 출력한다. 출력한 3D 입체영상을 재생하고 바라

보면서 카메라의 축간거리에 따른 입체감의 변화를 확

인하다. 

 

Fig. 7 Stereoscopic Perception Change by Inter-axial 
distance

3.1.4. 컨버전스(Convergence)에 따른 입체감의 변화

두 대의 카메라 컨버전스 조절 결과 0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0점의 위치에 따라 입체감은 변하게 된

다. 0점의 위치가 화면의 스크린 위치가 되며 입체감의 

기준점이 된다. 그림 8과 같이 0점 보다 앞에 놓인 피사

체는 돌출되는 입체감을 가지며 뒤에 놓인 피사체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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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되는 입체감을 가지게 된다. 컨버전스에 따른 입체감

의 변화를 학습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피사체를 설정

한 후 각 피사체에 0점을 조절한 후 출력한다. 출력된 

영상들을 재생하면서 0점으로 설정된 피사체가 정확히 

스크린 면에 보여 지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다른 피

사체가 돌출되어지는 입체감을 가지는지 후퇴되는 입

체감을 가지는지를 학습한다. 

 

Fig. 8 Stereoscopic Perception Change by Point of Zero

3.1.5. 뎁스 스크립트(Depth Script)의 이해

뎁스 스크립트 작업은 영상 전체에서 얼마만큼 입체 

폭을 어느 부분에 배치시키는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영상 전체에서 입체감을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작업으로 

이 과정은 인간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입체감을 통하

여 스토리 전달을 증가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하다. 그림 9와 같이 뎁스 스크립트는 시간에 따른 입

체감의 크기를 그래프로 표시한다. 학습과정에서는 간

단한 뎁스 스크립트를 설정하고 이와 같은 입체감을 가

지는 3D 입체영상을 만들어 본다. 먼저 소프트웨어에서 

설정된 카메라의 0점을 특정한 피사체 앞뒤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다. 0점의 이동은 뎁스 스크립트

를 보면서 설정하게 된다. 이를 출력한 후 뎁스 스크립트

와 같은 입체감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카메

라의 0점은 고정한 후 피사체만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을 만들어본다. 뎁스 스크립트와 같은 입체감을 가지도

록 피사체를 움직이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들

을 통하여 설정된 뎁스 스트립트와 같은 입체감을 가지

는 3D 입체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한다.

Fig. 9 Depth Script

3.1.6. 시각피로 유발 요인

3D 입체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입체영상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은 3D 

입체영상 상영 시 시각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

문에 올바른 3D 입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매우 중요

한 이론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후 화면의 구성이나 카

메라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피로 유발 요인에

는 거인시(Gigantism), 소인시(Dwarfism), 인형극장 효

과(Puppet Theater Effect), 카드보드 효과(Cardboard 

Effect),고스트 효과(Ghost Effect), 스테레오 윈도우 모

순 효과(Paradoxical Stereoscopic Window Effect)가 있

다[6].

거인시(Gigantism)

인간의 평균 안간 거리인 6.5cm보다 매우 많이 벌어

진 거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듯한 현상으로 피사체를 

매우 축소된 형태로 보이게 된다. 카메라의 축간거리를 

매우 크게 설정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인형극장 

효과(Puppet Theater Effect) 또한  이러한 효과와 유사

하다.

소인시(Dwarfism)

인간의 평균 안간 거리인 6.5cm보다 작은 안간 거리

를 갖는 경우 피사체는 매우 과장되어 크게 보이는 현

상이다. 카메라의 축간거리를 매우 좁게 설정하면 이러

한 현상이 발생한다.

카드보드 효과(Cardboard Effect)

주로  망원렌즈로 촬영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촬영된 

피사체가 부피감을 잃고 매우 얇은 종이처럼 보여 현실 

세계와 다른 느낌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고스트 효과(Ghost Effect)

3D 입체영상 제작 과정 중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이 융합된 상태에서 의도하진 않은 영상의 특정 일부가 

희미한 잔상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스테레오 윈도우 모순 효과(Paradoxical Stereoscopic 

Window Effect)

피사체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모니터 외곽에서 자

르는 경우 모니터 외곽은 인간의 인지 구조와 3D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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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효과가 충돌하는 지점이 된다. 이러한 지점에서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3.1.7. 3D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방식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크게 안경을 착용하

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무 안경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애너글리프(Anaglyph) 방식, 셔터 안경(Shutter 

Glasses) 방식, 편광(Polarized) 방식, 패럴랙스 배리어

(Parallax barrier) 방식, 렌티큘러(Lenticular) 방식 등으

로 입체영상을 디스플레이하고 있다. 학습과정에서는 

다양한 3D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 방식의 원리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러한 이유는 모니터에 따라 3D 

입체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에 맞게 3D 입체영상을 

제작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애너글리프 방식과 편광방식의 출력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3D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방식 

중에서도 현재 영화 및 TV에서의 3D 입체영상의 디스

플레이 방식은 셔터 방식(Shutter Method)과 편광 방식

(Polarized Method)이 주로 사용된다. 셔터 방식은 좌·

우 영상을 빠르게 모니터에 번갈아 보여주면서 그와 동

일하게 인간이 착용한 셔터글라스안경도 좌·우의 눈이 

각각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좌·우를 순차적으로 개

방하여 줌으로써 왼쪽 눈에는 왼쪽 영상만 오른쪽 눈에

는 오른쪽 영상만 입력되게 하여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그림 10은 셔터 방식을 보여준다. 

Fig. 10 Shutter Method

편광 방식은 빛이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한정되어 

진동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3D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방

식이다. 좌·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편광 필터가 부착

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고 이와 동일한 편광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함으로써 왼쪽 눈에는 왼쪽 영상만 오른

쪽 눈에는 오른쪽 영상만 입력되게 하여 입체감을 느끼

게 하는 방식이다. 편광방식으로 3D 입체영상을 디스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좌·우 영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Side by Side방식

과 Top & Bottom방식으로 나누어진다. 

(a)

(b)

Fig. 11 Display Methods of 3D Stereoscopic images  
(a) Side by Side (b)Top & Bottom

Ⅳ.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본론에서 설명한 이론을 교육한 후 학생들은 실습 교

육을 통하여 30초 분량의 3D 입체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 과정은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드는 기획 단계에서 

출발하여 편광방식으로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도록 

최종 작업을 하였다. 먼저 기존의 2D 영상 콘텐츠 작업

과정과 같이 스토리를 기준으로 캐릭터와 배경을 디자

인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해 각각의 컷을 작업한 후 

편집한다. 이렇게 편집된 2D 영상을 출력하고 이 출력

된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어느 부분에 입체감을 설정

할지 스토리를 바탕으로 뎁스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뎁

스 스크립트가 작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안

에 가상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배치시키고 0점과 축간거

리를 조절하면서 뎁스 스크립트와 같은 입체감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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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또한 실습실의 3D 모니터의 대각선 크기는 

22인치, 가로 길이가 51Cm임으로 일반적으로 설정하

는 뎁스 레인지(Depth Range) 5%를 적용하여 입체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돌출과 후퇴되는 입체감을 가지

는 좌·우 영상의 양안시차가 2.55Cm를 넘지 않도록 하

여 작업을 하였다[7]. 입체감 설정 후 좌·우 영상을 출력

하며 이렇게 출력된 좌·우 영상을 편집하게 된다. 편집 

과정에서는 편광방식으로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도록 

Side by Side 방식으로 좌·우 영상을 배치한 후 사운드

를 삽입·편집하여 완성하였다. 그림 12는 이론교육 후 

이루어지는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 

Fig. 12 Production process of 3D Stereoscopic Images

(a)

(b)

Fig. 13 3D Stereoscopic images work in Software (a) 
After Effects (b) 3D MAX

학생들은 After Effects, Maya, 3D MAX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D 입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13은 After Effects와 3D MAX에서의 작업을 보여

준다. 

이러한 실습과정을 통하여 최종 완성되는 3D 입체영

상의 영상 해상도는 1280*720, 프레임 레이트는 30P로 

정하였으며, 영상포맷은 Mpeg2로 하여 출력하였다. 그

림 14는 Side by Side로 출력하여 완성된 3D 입체영상

을 보여준다. 

Fig. 14 3D Stereoscopic images

Ⅴ. 결  론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입체영상 제작 

교육 과정을 다루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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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교육은 가상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

가의 리그와 카메라를 구입하는 실사 제작 교육 보다 

매우 적은 비용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실습실에 기존의 컴퓨터와 3D 모니터만 설치되

어 있으면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과정은 

총 15주 동안 7주간의 이론 수업과 7주간의 실습 수업

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생 개인마다 30초 분량의 

짧은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쉽게 3D 입체영상의 원

리를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

었다. 

대학에서의 이런 교육과정은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

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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