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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캐릭터 특정 부분 확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비디오 콘텐츠의 특정 부분 확대는 방송 연예, 기타 분야에

서 캐릭터의 집중 혹은 표식을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부분 확대를 통하여 강한 충격을 갖을 수 있고, 많은 영역

에 응용할 수 있다. 

키워드: 비디오(video), 캐릭터(character), 확대(expansion)

I. 서 론  

  비디오 영상은 동화상(Moving Image)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시대로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

고 다니고, 캠코더를 쉽게 구입하여 필요한 영상들을 언제나, 어디

서나 촬영 할 수 있다. 영상은 연속적인(Sequential) 이미지의 집

합체이다. 영상은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크고 

처리하기 어려운 미디어이다. 대부분의 영상처리 기술은 화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고, 화면에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기 위

해서 사용된다[1].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로 대

형화면 , 대화면으로 발전하여 고 해상도의 실감의 이미지의 영상

을 표현한다. 컴퓨터는 비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RGB 세가지

색으로 표현하여 사용한다.  컴퓨터에 의한 영상편집 시스템이 도

입되기 이전까지는 영상편집을 위해서 실제 필름이나 VTR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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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기반의 영상편집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비선

형 편집(nonlinear editing)시스템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컴퓨

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디지털영상편집이 일반화되고 있다. 영상

편집이란 하나의 장면을 다른 장면과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즉 한 

장면의 끝 부분과 다른 장면의 첫 부분을 연결하여 필요한 장면을 

선택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II. 관련 연구

  TV와 영상 장비들이 일반화 되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방송과 채널 등 많은 유선방송, IPTV 보급이 확

대 되면서 보다 많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2]. 많
은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많은 녹화에서 연예인이나 각 

부분 전문가들이 방송 출연하고, 토크 쇼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출연자들을 줌 인하여 모습, 표정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편집 효과로 2가지 방법으로 제작 기술을 나타

낸다. 

III. 본 론

그림 1은 일반적인 소스 영상이며, 그림 2는 얼굴부분과 몸 전

체가 일 순간에 크게 확장되었다가 볼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비디오 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범위를 이미지도 

영상으로 한다. 합성 모드는 주로 컴퓨터그래픽 작업에서 사용하

는데 원본영상에 타겟으로 모드를 설정함에 따라 새로운 영상편집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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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본 영상

Fig. 1. Source Moving Picture

그림 2. 확장 영상

Fig. 2. Expansion Moving Picture

그림 3은 아이 모습의 원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4는 원 영상에 

아이의 얼굴 크기를 크게 하여 집중하도록 하였고, 비디오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 원본 영상

Fig. 3. Source Moving Picture

그림 4. 확장 영상

Fig. 4. Expansion Moving Picture

그림 1은 원본 소스이고, 그림 2는 Event Pan Crop으로 제작한 

것인데 스트레치(stretch)를 적용함으로써 얼굴 및 몸 전체를 적용

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는 마스크 효과와 

Event Pan Crop를 적용하여 Position 크기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

서 그림 2과 그림 4의 차이점은 그림 3은 확대가 인물 전체에 순간

적으로 확대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제작한 것이

고, 그림 4는 특정부분 특히 얼굴 부분을 이벤트 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장 한 것이 그림 2화 그림 4의 차이점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제작에 있었서 특정 부분의 확대 및 영상 

변화를 준 것으로 이러한 제작 기법은 방송, 연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 기술로 보다 다양한 

편집기법들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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