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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7년 현재 수많은 VR콘텐츠가 소개됨으로써 대중들의 VR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 VR
콘텐츠는 360°실사 촬영 제작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과 인터렉티브라는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실사촬영에서의 조명은 영상 미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특정 캐릭터의 내적 표현 부분에서도 

조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사 기반의 360°VR콘텐츠는 조명설정에 따라 노출에 대한 부분과 제작환경의 어려

움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사 촬영된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라이팅 기술을 이

용하여 실사 이미지의 양안시차에 3차원 정보 값을 생성한다. 생성된 3차원 정보 값은 뎁스 맵으로 변환하는 기술과 

3D 공간에서 형성된 면에 가상의 조명을 설치하여 리라이팅 기술을 접목한다. 실제 조명과 가상의 조명의 영상데이

터의 결과 이미지를 비교분석하여 리라이팅의 기술을 VR제작 파이프라인에 적용하여 조명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ABSTRACT

A variety of VR contents are being introduced as of 2017. VR contents are concentrated in the genre of games and 
interactive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360° shooting production environment. Live action 360° VR content has many 
problems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In this paper, a three - dimensional information value is 
generated in binocular disparity of a real image by using a re-light technique based on real image data. The generated 
3D information values are combined with a technique of converting the depth information into a depth map and a re-light 
technique by installing virtual lighting on the surface formed in the 3D spa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ighting 
exposure, we apply the technique of re-lighting to the VR production pipelin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 
image of actual image and virtual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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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페이스북이 소개한 VR 소셜미디어와 2017년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의 VR전용 상영관은 VR에 대

한 높은 관심과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

만 현재 이러한 관심과 발전은 인터표렉티브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어있다. 그림 1은 VR포커스(VRFocus)
가 제시한 2018년 VR콘텐츠 마켓 성장 전망이다. VR포

커스에 따르면 게임과 인터렉티브 미디어는 전체 마켓

시장의 57%를 차지하는 반면 엔터테인먼트와 상업용 

콘텐츠는 16%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제

외한 실사기반의 VR콘텐츠를 본다면 그 비중은 더욱 

작다.

Fig. 1 2018 VR Contents growth forecast

이는 실사 VR제작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과제들

로 인하여 여타 VR 콘텐츠에 비하여 낮은 완성도를 보

이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

과 같은 360°촬영에 의한 촬영장비의 노출이다. 촬영 장

비의 노출은 콘텐츠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

인이다.[1] 기존의 콘텐츠가 갖지 못하는 VR 콘텐츠의 

대표적인 장점이 360°영상에 의한 몰입감의 극대화라 

볼 때 이를 저해하는 촬영장비의 노출 문제는 반드시 해

결되어야 한다.

Fig. 2 Shooting environment appeared at Live-action 

수많은 촬영장비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조명이다. 조명은 장면의 밝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극중에 등장하는 사물의 촉감, 캐릭터의 내

면적 상황, 장면의 분위기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영상

미학적 요소로도 작용 한다. 하지만 실사 VR 제작시 조

명장치의 크기와 설치 위치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명장

치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까지 실사 VR콘텐츠 제작에서는 최소한의 조명장비를 

사용하고 후반작업에서 조명 장비를 지워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소한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의 

효과는 미비하며, 후반작업에서 지워내야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과 비용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제작 후반작업(Post-production)

에서 사용되는 리라이팅(Re-lighting)기술을 실사 VR제

작후반작업의 파이프라인에 적용함으로서 실사 VR의 

조명연출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Ⅱ. 실사 VR 제작 파이프라인

Production

→

Post-Production

→

Mastering

360°
Shooting

Stitching
Color matching

Composite

Game Engine
Rendering

Fig. 3 Live-action VR production workflow

실사 VR제작 파이프라인의 기본 구성은 그림 3과 같

다. VR전용 촬영장비로 360°촬영을 하는 프로덕션단계

[2], 촬영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후반작업단계, 최종출력

을 하는 마스터링단계로 이루어진다. 후반 작업에서는 

촬영된 이미지를 하나의 360° 이미지로 이어주는 스티

칭(Stitching) 과정이 추가되었다.[3] 마스터링의 경우 

기술적 변화가 생겨났다. 기존의 영상은 AVI, MOV, 
MP4와 같은 영상포맷(movie format)으로 출력하거나 

DCP(Digital Cinema Package)로 출력하였다. 반면 VR
은 전용 디바이스(Device)를 통하여 시청가능하기 때문

에 디바이스의 호환성에 맞추어 게임엔진(Game engine)
으로 최종 패키징(Packaging) 한다.[4] 또한 VR플랫폼

에 따라서는 영상포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

이 VR의 특수성에 의한 몇몇 세부 공정을 제외하면 일

반적인 영상제작 파이프라인과 큰 틀에서 동일한 형태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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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릭터 내적 표현을 위한 조명연출

영상에서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캐릭터가 갖는 감정, 
정서 등을 표현 할 수 있는데 이를 조명의 내적표현기능 

혹은 심리적 기능이라 한다. 이러한 내적표현기능은 조

명장치와 인물의 위치 관계, 밝기에 따라 달라진다. 내
적표현을 위한 조명연출은 크게 4가지가 있다. 표 1은 4
가지의 조명연출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Key light position for Psychological Expression 

Lighting Directing Directing method

High-key light Bright and slow fall off

Low-key light Dark and fast fall off

High-Angle light The position of the Main light source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object

Low-Angle light The position of the main light source is 
lower than the object.

하이키 조명과 로우 키 조명은 광량의 변화로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이 키 조명은 긍정적인 분위기, 
로우 키 조명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하이 앵글 

조명과 로우 앵글 조명은 조명의 위치에 따라 표현되는 

분위기를 이야기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양의 위치

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앵글 조명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로우 앵글 조명은 그림자의 위치가 반전됨으로 

내적 표현을 왜곡된 형태로 시각화 시켜 부정적 표현을 

한다.
조명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장면의 분위기, 캐릭터의 

심리상태, 연출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5]

Ⅳ. 리라이팅을 적용한 실사 VR 제작 파이프라인

4.1. 실사 이미지의 리라이팅

촬영단계에서는 장소·상황의 변수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조명장치의 노출을 개선할 방안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반작업의 리라이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한

다. 리라이팅은 일반적인 영상제작의 후반작업에서 사

용되는 조명연출 방법이다.[6] 3D제작도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의 합성과정에서 따라 추가적인 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3D제작도구에서 새로이 조명

을 생성하고 렌더링을 진행할 경우 렌더링과정에서 소

비되는 시간을 무시 할 수 없다. 이때 합성과정에서 리

라이팅 과정을 거침으로서 3D제작도구에서 소비될 시

간이 단축된다. 단축된 시간만큼 합성에 할애할 시간이 

늘어남으로서 영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3D
합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후반작업에서 리라이팅은 

빠질 수 없는 과정중 하나로 볼 수 있다.[7] 

Fig. 4 Multi pass for Re-light

일반적인 리라이팅은 오브젝트가 갖는 3차원 위치정

보와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면의 방향, 음영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노멀

패스와 포지션패스이다. 노멀패스는 오브젝트의 면이 

갖는 X,Y,Z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이다. 포지

션패스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

미지로 보여준다. 그림 4는 V-Ray로 생성한 노멀패스와 

포지션패스 이미지이다.[8]

Production
→

Multi pass Render
→

Composite

3D Production Normal pass
Position pass Re-lighting

Fig. 5 Re-lighting workflow

일반적인 리라이팅의 워크플로우는 그림 5와 같다. 
하지만 실사 이미지의 경우에는 노멀패스와 포지션패

스의 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상의 3차원 정보 값

을 생성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워크플로우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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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3D Dimension information
→

Shooting Disparity map →Depth map 
→Displace map

Composite
3D Model →Re-lighting

Fig. 6 Re-lighting workflow for live-action

촬영단계에서 입체촬영을 할 경우 양안시차(Disparity)
가 발생한다.[9] 이때 발생하는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가

상의 3차원 정보 값을 만들 수 있다. 양안시차는 디스페

러티맵(Disparity map)으로 시각화 하여 이미지로 생성

한다. 디스페러티맵은 뎁스맵(Depth map)으로 변환하

여 거리 정보를 시각화 한다.[10] 그림 7은 시각화된 디

스페러티맵과 뎁스맵 이미지 이다. 

Image Disparity map Depth map

Fig. 7 (L)Original Image (C)Disparity map (R)Depth map

뎁스맵을 3D 디스플레이스먼트맵(Displacement map)
으로 적용하여 가상의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3D 공
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리라이팅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조명설치와 리라이트의 비교를 위하여 
실제 조명을 바탕으로 가상의 조명을 설치하였다. 그림 

8은 실제조명과 가상 조명의 설치한 환경이미지이다.

Live actionLight Setup Virtual Light Setup

Fig. 8 (L)Real Light (R)Virtual Light

이때 가상으로 생성한 모델의 재질과 조명을 조절함

으로써 디퓨즈(Diffuse), 스펙큘러(Specular)등을 사용

자 편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리라이팅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의 합성에서는 스크린(Screen), 플러스(Plus)
를 사용하거나 리라이팅 이미지를 마스크(Mask)로 사

용하여 노출(Exposure), 색보정(Color Correction)을 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able. 2 Key light position for Psychological Expression

Camera Setup

Model Sony ILCE-7SM2

F-Stop 4.0

Shutter speed 1/160

Focal Length 35mm

Eye separation 1cm

Hight of Light 35cm

Object to Light 45cm

Object to Camera 115cm

본 실험에서는 표 2와 같이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가상의 공간생성과 합성부분은 The foundry사의 Nuke 
X 9.0을 사용하였다. 

Table. 3 Re-lighting Illumination area analysis
Base image Real-light Re-light

R.G.B

Posterize

R

G

B

Luminan
-ce

Wave
-form

결과 분석을 위하여 출력이미지를 단순화(Posterize) 
하여 조명의 영향을 받는 부분 도출과 휘도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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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ance waveform)을 통하여 실제 조명과 리라이팅

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조명의 영

역과 휘도 파형의 형태에서 결과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밝기 파형을 0에서 100으로 나누었을 때 하이라이

트(Highlight)는 약 95의 값에서 유사성을 보이며, 쉐도

우(Shadow)는 35~40의 값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다. 따
라서 깊이정보 추출을 통한 실사 이미지의 리라이팅은 

실제 조명 연출을 대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

용가능 하다.

4.2. 리라이팅을 적용한 VR제작 파이프라인 제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영상제작의 후반작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VR제작 파이프라인의 후반작업에 적

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후반작업 파이프라인은 그림 9
와 같이 크게 4단계이다.

Stitching →
Color 

matching → Composite → Edit

Fig. 9 Live action VR post-production workflow

일반적인 실사 VR제작에서 촬영된 영상은 각각 

UHD 4K(3840*2160)의 해상도(Resolution)를 갖는다. 
이는 스티칭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K Latlong 
(2048*1024)에서 8K Latlong(8192*4096)의 해상도로 

변환 되며, 동시에 왜곡 보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픽셀

의 열화가 발생한다. 스티칭 이전 단계에서 리라이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림 10과 같은 형태

의 리라이팅이 적용된 후반작업 워크플로우를 제안한다.

Re-lighting → Stitching → Color matching

→ Composite → Edit

Fig. 10 Live action VR post-production workflow using 
Relighting

Ⅴ. 결  론

실사 VR제작 조명장비의 노출 문제의 대안으로 후반

작업의 리라이팅을 제시하며 이를 실사 VR제작에 적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촬영된 영상의 양안시차를 통

하여 도출되는 깊이정보를 적용하여 가상의 모델로 리

라이팅을 구현할 수 있다. 리라이팅과 실제 조명의 결과

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상 유사성을 보였다. 이를 실사 

VR제작 파이프라인의 후반작업 파이프라인에 추가함

으로서 실사 VR제작의 조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R.G.B Illumination change area

Base

High
-key

Low
-key

High
-angle

Low
-angle

Fig. 11 Change of lighting area by re-lighting

제시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실험결과 그림 11과 같이 

조명의 연출에 따라 발생하는 영역의 변화를 통하여 유

효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실제 실사 VR에 적용한 

사례이다. 

Fig. 12 (L) Before Relighting (R) After Re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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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이프라인은 이후 실사 VR제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깊이정

보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와 배경에 대한 조명등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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