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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비대면 경험 및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명소를 방문하는 무대 탐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Google Maps와 Google Street View API를 이용하여 

무대탐방 지역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수집하여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그 후, 딥러닝 기반의 style transfer 기
술을 접목시켜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화풍을 실사 이미지에 적용한 후 동영상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형태의 무대탐방 영상 콘텐츠를 생성

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Recently, as interest in non-face-to-face experiences and services increases, the demand for web video contents that can 
be easily consumed using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or tablets is rapidly increasing. To cope with these 
require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to efficiently produce video contents that can provide experience of 
visiting famous places (i.e., stage tour) in animation or movies. To this end, an image dataset was established by 
collecting images of stage areas using Google Maps and Google Street View APIs. Afterwards, a deep learning-based 
style transfer method to apply the unique style of animation videos to the collected street view images and generate the 
video contents from the style-transferred images was presented. Finally, we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produce more interesting stage-tour video contents through variou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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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웹을 통한 멀티미디어 시청이 증가하면서 재미

있고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12월 YouTube [1] 전
체 조회 수는 2,908억, 구독자는 8억 8,785에 이르는데, 
이는 2년전인 2018년 1월의 기록에 비해 약 3배의 증가

폭을 보인 기록이다. 또한, 유튜브 통계에 의하면 약 20
억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인

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매분 약 500시
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매일 10억 시간 이상

의 동영상이 조회다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컨트리뷰터들의 50%는 그들의 창의적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

고 있으나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양질의 영상을 만드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2].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되면서 사용자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여행이나 체

험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매체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명 무대 탐방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무대 탐방이란 영

화나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무대가 된 장소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말한다. 이는 영화, 드라마, 소설, 애
니메이션 등의 콘텐츠에 등장한 주요 명소(공간적 배경

이나 주요 등장인물이 식사, 방문한 장소 등)를 방문하

여 재현하거나 인증사진을 찍는 행동 등을 포함하며 국

내에서는 성지순례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 

1은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요 명소를 직

접 찾아다니면서 촬영하는 무대탐방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콘텐츠 이용자들은 유튜브 컨트리뷰터의 무대 탐

방 영상을 시청하면서 유명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주

요 명소들을 간접적으로 방문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어, 
무대 탐방 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같이 무대 탐방은 사용자에게 새

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람이 영화나 애

니메이션 영상에서 보았던 주요 명소를 직접 찾아가는 

기존의 방식은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되는 단

점이 있다. 무대 탐방을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의 거리뷰 영상을 활용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거리뷰 이미지를 이용하여 방문하고자 하

는 지역을 검색한 후,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거리 

및 주변 환경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 또한 수동으로 네비게이션 콘트롤을 사용자가 일

일이 클릭해야 하며, 제공되는 콘텐츠 또한 네비게이션

을 보조하기 위한 이미지들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재미

를 위한 영상 콘텐츠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
사한 방법으로,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Teehan+Lax에
서 제작된 Hyperlapse [3]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 
Hyperlapse는 그림 3과 같이 시작점과 종료점을 지정하

면 해당 경로의 스트리트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주행 

영상을 생성해주지만 도로 위주로 구성되어 영상의 흥

미 요소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상 콘

텐츠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자에게 보다 흥미롭고 재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무대 탐방 영상을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맵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사 영상을 생성하고, 생성된 영

상에 딥러닝 기반의 스타일 전이 기법을 적용하여 실사 

영상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영상의 스타일을 가지게 

Fig. 1 Example of stage tour contents

Fig. 2 Example of Naver street view

Fig. 3 Example of hyperlaps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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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대 탐방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3장에서 

다양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향

후 연구와 결론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Ⅱ. 시스템 구성

Fig. 4 System architecture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전체

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무대 탐방 영상 생성

을 위하여 Google Street View Static API [4]를 이용하

여 무대탐방 행선지로 꼽히는 장소의 스트리트 뷰 이미

지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그 후, FFmpeg [5]을 이용하여 

스트리트 뷰 이미지 집합을 영상화하고 보다 부드러운 

영상 생성을 위하여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기술을 적용

한다. 마지막으로, CNN에 기반을 둔 style transfer를 통

해 해당 무대 탐방의 주제에 특화된 스타일로 영상의 스

타일을 변환한다. 

2.1. 스트리트 뷰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무대 탐방 대상 장소에 대한 이미지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Google의 Street View Static 
API를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Street 
View Static API를 이용하여 경로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위치의 위도, 경도와 헤딩이라는 파라미

터가 필요하다. 각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를 획득하기 위

하여 Google Maps 인터페이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Google Street View API에 전송하여 해당 경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이미지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총 3,792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그림 5
와 그림 6은 각각 특정 경로의 360도 이미지와 직선 경

로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출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날씨의 아이”, “목소리의 형태”, “시간

을 달리는 소녀”, “하이큐”에 등장하는 장소에 대하여 

수집된 스트리트 뷰 이미지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360⁰ images crawled from Google Street View 

Fig. 6 Straight lane images crawled from Google Street 
View

Table. 1 Examples of collected street view images

Animation Title Street View Image

Weathering with You

A Silent Voice

The Girl Who Leapt 
Through Time 

Haiky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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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트리트 뷰 데이터 기반 동영상 생성

Fig. 7 Generating a video from the image set

FFMPEG[5]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이다. FFMPEG은 인코딩, 디코

딩, 트랜스코딩, 먹싱/디먹싱 등 멀티미디어 처리와 관련

된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FFMPEG
의 libavcodec를 이용해 그림 7과 같이 구글 스트리트 뷰

에서 추출한 이미지 그룹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생성하

였다. 그러나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추출한 이미지들은 

구글 맵의 경로상에서 이동 가능한 지점에서 촬영된 이

미지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에 시각적인 차이가 심

한 편이고, 이는 동영상의 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보간법을 이용하여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 기반의 원본 동영상을 보다 자연스

러운 동영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프레임 보간법은 

실제 존재하는 프레임들 사이에 가상의 프레임을 생성

하여 보여줌으로서 동영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주

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이다. MC-FRUC (Motion 
Compensation Frame Rate Up Conversion) [6]는 두 프

레임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그 중간에 생성될 프레임의 

움직임을 예측한 뒤 이를 토대로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

법으로서 연산량과 화질을 모두 고려한 프레임 보간 기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MC-FRUC 기법을 사용하여 

Google Street View API를 기반으로 크롤링된 이미지들

로부터 영상화된 10fps 저프레임 동영상을 60fps로 프

레임 상향하였다. 표 2는 프레임 보간 전/후의 영상의 속

성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8은 프레임 보간 전/후
의 영상의 시각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 Result of frame interpolation

Before interpolation After interpolation 

FPS 10 60

BitRate(kbps) 2669 5758

Fig. 8 Comparison of video@10FPS and video@60FPS

2.3. 스트리트 뷰 데이터 기반 동영상 생성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실사 위주의 무대 탐방 영상을 

생성하지 않고 무대 탐방의 대상이 되는 원본 애니메이

션 영상의 스타일 (화풍, 패턴 등)을 무대 탐방 영상에 

적용하여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구성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애니메이션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 있는 이미지 패턴을 가진 스타일 이미지를 선별하

여 수집한다. 선별된 스타일 이미지는 style transfer 
network의 이미지 특성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된다. 그 

후,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프레임으로 

보간된 영상 프레임들을 대상으로 스타일 전이를 수행

한다. 각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에 따라 변환된 프레임들

을 FFMPEG을 통하여 동영상으로 재변환함으로써 최

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적용된 무대 탐방 영

상을 생성하게 된다.

2.3.1. 스타일 이미지 전처리

무대 탐방 영상에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전이하기에 

앞서 각 스타일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처리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을 위한 

스타일 이미지의 상태에 따라 blur, sharpening 및 채도 

상승의 전처리를 가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화

풍을 극대화시키고 해당 스타일을 실사 위주의 무대 탐

방 영상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은 각각 blur, sharpening 및 채도 상승처리의 예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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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 of image preprocessing (sharpening)

Fig. 10 Example of image preprocessing (contrast)

Fig. 11 Example of image preprocessing (blur)

2.3.2. 스타일 전이 네트워크

신경망을 이용한 style transfer는 reference 이미지 

(본 논문에서의 스타일 이미지)의 색상이나 패턴 특성

을 학습한 후, target 이미지 (본 논문에서의 무대 탐방 

영상)의 내용은 잃지 않으면서 reference 이미지의 특성

을 전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7-10].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11]에서는 pre- 
trained 네트워크에 target 이미지와 style 이미지를 쌍으

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style 전이를 진행했다. 이는 다른 

content 이미지가 들어올 때 마다 다시 학습을 시켜야하

므로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점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12]의 연구에서는 Perceptual Losses for 
Real-Time Style Transfer and Super-Resolution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2]에서 제

안한 방법은 입력 이미지에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는 

image transformation network과 출력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간의 콘텐츠/스타일 loss를 추정하기 위한 loss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다. Image transformation network
은 VGG19 [13] 기반의 loss network을 통해서 계산된 

loss를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새로운 이미지가 입

력되면 기존 방법[11]처럼 매번 재학습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feed-forward를 통해 style transfer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12]에서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실사 영상의 무대 

탐방 영상이 입력되었을 때 신속하게 style transfer를 진

행하여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적용된 무대 탐방 영상

의 생성을 시도하였다. 

Fig. 12 Architecture of the networks used in [8]

Ⅲ. 실험 결과

Fig. 13 Example of style images 

그림 13은 실험에 사용된 스타일 이미지의 예를 나타

내고 있다. 스타일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

태”, “마루 밑 아리에티”, “Bang Dream”로부터 수집하

였다. 이렇게 수집된 스타일 이미지와 구글 스트리트뷰 

API를 이용하여 수집한 무대 탐방 영상을 이용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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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전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Style transfre를 위한 네

트워크 트레이닝에는 Nvidia Titan RTX가 활용되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실사 영상에 애니메이션 스타일

을 전이한 예비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와 

15의 상단은 각각 저자의 소속 학교의 전경이며, 중단에 

위치한 각 이미지는 스타일 이미지로 사용된 이미지이

고, 하단의 각 이미지는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이 적용

된 출력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4의 경우, 애니메이

션의 화풍이 타겟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반면, 
그림 15의 경우에는 스타일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타겟 

이미지의 내용적인 부분에 왜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 Good example of style transfer (top: target 
image; center: style image; bottom: output)

Fig. 15 Bad Example of style transfer (top: target 
image; center: style image; bottom: output)

Fig. 16 Example of style transferred stage tour contents 
(top: target image; center: style image; bottom: output)

Fig. 17 Example of style transferred stage tou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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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도시 전경의 원본 이미지에 스타일 이미지

의 스타일을 전이시킨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에
서 볼 수 있듯이, 실사 스트리트 뷰 이미지에 애니메이

션의 스타일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7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

한 애니메이션들에서 추출한 스타일 이미지 집합으로 

학습시킨 image transformation network을 통하여 무대 

탐방 영상의 스타일을 변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의 독특한 화풍이 영상에 자연스럽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적용된 무대 

탐방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

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Google Maps의 Street View 
Static API를 이용하여 무대 탐방 대상 장소의 이미지 데

이터셋을 구축하였고 동영상의 프레임 보간 방법인 

MC-FRUC을 이용해 프레임이 60fps 고 프레임 영상으

로 변환하였다. 또한, 실사인 무대탐방 영상에 대하여 

다양한 스타일 전이 실험을 통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결

과물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인 영상 제

작 방식에 더해 스타일 전이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

태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급등하는 콘텐츠 요구량에 대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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