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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CG 합성이라 하면 ‘자연스러운’ 것을 잘된 CG영상이라고 한다. 이 때 촬영된 영상이 정지화면 일 수 만은 없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영상에서는 CG합성도 실사카메라 무빙에 맞게 정확한 정합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영상이 된다. 이를 위해 

합성단계에서 작업할 때 3D 카메라 트래킹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트래킹은 촬영된 실사영상만으로 카메라의 3차원 이동정보

와 광학적 파라미터 등 촬영시의 3차원 공간을 복원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트래킹에 대한 오류의 발생

으로 실사와 CG의 합성에 대한 생산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

어에서 트래킹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가상카메라(Virtual Camera), 입체영상(3-D stereoscopic image), MEL 스크립트(MEL Script)

I. 서 론

카메라 트래킹은 영화, CF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중 자연

스러운 CG와 실사 영상합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사 카

메라의 촬영 시 주변 환경과 카메라의 워킹으로 인하여 정확한 

3D 정보 값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실사촬영의 

트래킹데이터를 추출하여 정교한 매치무빙을 위한 카메라트래킹 

기법을 연구했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실사 촬영 영상이미지와 CG 제작된 그래픽 방식을 사용한 그

래픽 영상이미지를 합성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작업 과정

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다. 실사 촬영한 영상과 CG 영상 이미지

와 Z_Depth, DOF(Depth of field)등이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깊이감 등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안정적이고 부정적 효

과가 발생하지 않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실사촬영 3D 트래킹

합성 최종결과물

그림 1.  합성과정

Fig. 1. Image compositing 

 

III. 카메라트래킹 문제점

실사 카메라의 촬영 시 주변환경과 카메라의 워킹으로 인하여 

정확한 3D 정보 값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 특히 카메라의 

핸드헬드(Hand-Held) 기법으로 촬영한 경우는 실사 카메라의 트

래킹 데이터를 놓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실사 촬영된 영상데이터에서 카메라트래킹 과정

을 통해 추출된 가상카메라 트래킹 데이터를 MAYA의 MEL 스
크립터를 이용하여 가상카메라의 트래킹 정보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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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카메라트래킹 3D 정보 추출

실사 촬영을 위해 웹 카메라 SPC - A30M를 이용하였다. 촬영

방법은 핸드헬드(Hand-Held) 방식으로 책상 위를 10초(300 
Frame)간 촬영하여 실사영상 데이터를 추출했다.

그림 2. 트래킹 된 카메라 좌표 정보 값

Fig. 2. Tracking data for camera

3.2 3D 트래킹 보정 

실사화면의 이미지 픽셀에 대한 정보 값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

고 카메라가 튀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가상카메

라의 트래킹 된 정보 값을 인위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MAYA의 

MEL 스크립트를 활용했다. 트래킹 된 가상카메라의 이동경로에 

대한 X, Y, Z 정보 값을 분석한 결과 카메라의 위치변경 이동경

로가 경미하게 일어난 점을 고려하여 LPF(Low pass Filtering) 
방법을 활용했다.

그림 3.  보정된 카메라 트래킹 데이터

Fig. 3 Corrected camera tracking data

IV. 비교분석

실험결과에서 실사카메라와 가상카메라의 매치무빙이 정합되지 

못했을 때 피사체 즉 박스가 튀는 현상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트래킹 된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즉 트래킹 과정 중 정

확한 픽셀에 대한 정보 값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찰 

결과 트래킹 포인트 주변의 픽셀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  카메라 보정 비교결과 이미지

Fig. 4.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correction

V. 결 론

최근 입체영화 제작에서 실사와 CG합성 기술이 매우 필수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실사와 CG 오브젝트 간의 정합 기술

은 매우 정교하게 작업과정을 이룬다. 실사 촬영 당시의 카메라 시

점을 추출하는 기술의 고도화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카메라의 트래

킹 데이터에 대한 보정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트래

킹 된 데이터를 가상카메라에서 보정하는 실험을 활용하여 자연스

러운 합성이미지를 표현했다. MAYA의  MEL 스크립터에서 

LPF(Low pass Fil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카메라트래킹 데이터

를 인위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사 촬영 당시에 

발생한 문제를 재촬영 없이 후반작업에서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의 트래킹 비교실험결과 가상카메라에서 트래킹 데이

터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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