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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콘텐츠 제작에서 비디오 영상의 합성 효과에 대해서 제안한다. 비디오는 동화상으로 정지 영상에 움직임

을 주어 동화상으로 나타낸다. 즉 프레임의 움직임으로 영화는 24 프레임을 TV는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전송한다. 영상은 비디

오카메라나 여러 광학 렌즈를 통하여 촬영하여 영상을 얻게 되는데 자연 현상을 촬영하여 영상을 얻거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편집 방법과 효과로 영상을 얻게 된다. 촬영한 영상은 자연 그대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영상의 효과를 주기 위해

서 다양한 비디오 효과나 합성을 통하여 새로운 영상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은 시각 효과가 크고, 메시지 전달의 효과

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합성을 적용하며, 정지 영상 기법과 동영상 기법의 

적용하여 효과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다. 

키워드: 비디오(video), 합성(composition), 콘텐츠(contents)

I. 서 론  

비디오를 흔히 영상, 동영상 또는 동화상(Moving Image)라고 

부른다. 영상과 화상의 차이는 화상은 정지 이미지(Still Image)를 

의미하나 영상이란 이러한 정지 이미지들이 연속적인(Sequential) 
집합체를 의미한다. 영상은 가장 크기가 크고 처리하기 어려운 미

디어이다. 대부분의 영상처리 기술은 화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고, 화면에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다. 대
표적인 것이 텔레비전으로 명도 (Luminance)와 색상

(Chrominance)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컴퓨터는 비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RGB 세가지색으로 표

현하여 사용한다.  컴퓨터에 의한 영상편집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

전까지는 영상편집을 위해서 실제 필름이나 VTR시스템에서 한 

컷 한 컷을 붙이는 방식의 선형편집(linear editing)기법을 사용하

였으나 컴퓨터 기반의 영상편집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비선형 편집

(nonlinear editing)시스템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컴퓨터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디지털영상편집이 일반화되고 있다. 영상편집이

란 하나의 장면을 다른 장면과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즉 한 장면의 

끝 부분과 다른 장면의 첫 부분을 연결하여 필요한 장면을 선택하

여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

자는 동영상 중심의 강의나 음성 파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II. 관련 연구

영상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카메

라로 촬영하여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1인 미디어 시대

가 되면서 모바일 환경이 정착화 되어 가고, 누구나 스마트폰 같은 

1인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영상편집이란 하나의 장면을 다른 장면과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물리적으로 볼 때, 편집은 촬영된 영상물의 장면과 장면

의 결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상은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

고 창조한다. 편집은 영상의 목적에 따라 여러 기능과 유형으로 구

분을 지을 수 있다. 편집의 기능은 결합, 수정, 압축, 구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편집에 이용

할 샷(Shot)의 선택, 선택된 샷의 길이와 순서, 그리고 샷의 장면

전환기법은 영상 편집의 스타일과 편집에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동영상 중

심의 강의나 음성 파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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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범위를 이미지도 영상으로 한다. 합성 모

드는 주로 컴퓨터그래픽 작업에서 사용하는데 원본영상에 타겟으

로 모드를 설정함에 따라 새로운 영상편집을 할 수 있다. 

모드 의미

 Normal
Layer에 어떤 변화도 가하지 않고 

원래의 색상 그대로 보여 줌

 Dissolve
합성모드가 설정된 Layer의 Opacity를 낮추었을 경우 

이미지를 흩뿌린 것과 같은 표현

 Multiply

두 Layer의 색상을 혼합, 앞 그림의 Layer의 검은색 

부분은 그대로 검은 색으로 표현, 전체분위기는 

어두워짐

 Screen
Multiply처럼 색상 혼합, 위 Layer 그림은 영향이 없지만 

아래 Layer에 흰색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밝게 됨

 Overlay
두 Layer의 색을 거의 반반씩 혼합Multiply와 

Screen을 절반씩 섞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

 Difference

위 Layer가 아래 Layer보다 밝다면 위 Layer의 그림의 

밝은 정도에 따라 아래 Layer를 반전시킴. 단 

검정색일 경우는 반전 안됨

표 1. 합성 모드

    Table 1. Composition Mode

표 1은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포토샵의 합성모드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인 베가스에서 합성 모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1은 소스 이미지에 타겟 이미지로 오버레이 모드를 표현

한 결과이다.   

        Source             Target             Overlay  

그림 1. 이미지 오버레이 합성

Fig. 1. Overlay Result by Image Composition 

그림 2는 비디오 영상에서 오버레이 모드를 적용한 것이다. 소
스 영상에 서브트랙트를 적한 것과 오버레이를 적용한 것을 나타

냈는데, 그림 2에서처럼 오버레이 모드 영상이 모델의 얼굴 모습

을 보다 더 잘 나타낸 효과를 나타낸다.  

Source           Subtract             Overlay

그림 2. 영상 오버레이 합성

Fig. 2. Overlay Result by Moving Picture Composition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비디오 합성 효과에 대해

서 기술하였는데 이미지 영상에서와 같이 비디오 영상에서도 다양

한 모드를 적용함으로써 영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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