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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영상에 다양한 모션과 환경 효과를 추가한 4D 영화관이나 4D 체험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콘텐츠 제작자가 수동으로 제작해야만 했던 4D 모션 효과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일인칭 시점에서 촬영된 비디오에서 인접한 두 

프레임 사이의 옵티컬 플로우(optical flow)를 검출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카메라의 자체 

운동(ego-motion)을 추정한다. 4D 모션 효과 생성 단계에서는 와시아웃 필터 (washout filter) 

알고리즘을 본 연구에 사용한 장비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일인칭 시점 영상에 어울리는 4D 모션 효과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차후 4D 영화관이나 놀이기구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용 4D 콘텐츠 저작 도구의 편이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automatic generation of 4D motion 

effects. Currently, contents manufacturers have to design 4D motion effects manually. 

However, our system can generate 4D motion effects automatically by analyzing 

video recorded in first person view. To this end, our system extracts optical flow 

from two adjacent frames to estimate ego-motion. Estimated ego-motion is passed to 

classical washout filter to drive our motion platform. Our system can be applied to 4D 

movie theater, 4D attractions and 4D effect author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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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3D (또는 2D) 영상에 의자의 움직임, 진동, 물, 

바람 등 다양한 모션 효과와 환경 효과를 적용한 4D 

영화관이나 놀이기구, 체험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2009 년 CGV 가 세계 최초로 2 시간 분량의 일반 영화에 

4D 효과를 입혀 상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0개 이상의 4D 상영관이 개설되었으며 일반 상업 영화에 

4D 효과를 입혀 상시 상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놀이 

동산이나 각종 박물관 등에 4D 체험관이 널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D-Box 사에서는 가정용 4D 

장비와 콘텐츠까지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의 4D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제작자가 수십번 이상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모든 4D 

효과를 일일이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4D 

효과를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며 이는 

양질의 4D 콘텐츠가 부족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인칭 

시점의 영상을 분석하여 4D 모션 효과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크게 

영상으로부터 카메라의 자체 운동(ego-motion)을 추정해 

내는 단계와 추정해 낸 자체 운동을 와시아웃 

필터(washout filter) 알고리즘을 사용해 4D 장비의 모션 

효과로 변환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카메라의 자체 운동 추정 

본 장에서 설명하는 카메라 자체 운동 추정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영상을 바탕으로 물체의 3D 형상을 

복원하는 structure from motion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을 

참고하도록 한다. 

먼저 영상의 인접한 두 프레임 사이의 옵티컬 플로우를 

추출한다. 옵티컬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Ce Liu 의 코드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2] 다음 두 논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3, 4]. 영상에서 옵티컬 플로우가 추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RANSA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초행렬(fundamental matrix)을 계산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camera calibration matrix)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수식을 이용해 기초행렬 K 로부터 

기본행렬(essential matrix) E를 계산할 수 있다. 

 

E = KT F K                     (1) 

 

이렇게 얻은 기본행렬을 UWVT 로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하면 다음 네 개의 가능한 카메라 

행렬이 계산된다. 

 

P1 = [I | 0] 

P2 = [UWVT|+u3], [UWVT|-u3], [UWTVT|+u3], [UWTVT|-u3]  (2) 

 

이 네 개의 가능한 카메라 행렬 조합을 이용해 3 차원 

공간에 점들을 복원(reconstruction)한 후 점들이 두 

카메라 앞쪽에 있는지 위치 관계를 판정함으로써 유일한 

자체 운동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림 1 과 2 는 직접 촬영한 영상에 본 알고리즘을 

적용해 옵티컬 플로우와 카메라 자체 운동을 추정해본 

결과이다. Rp, Ry, Rr은 각각 pitch, yaw, roll 방향의 회전을 

나타낸다. 그림 1 은 우회전 구간에서 자체 운동 회전 

각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yaw 방향 회전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는 과속방지턱을 넘는 자체 운동이 

pitch 방향 각속도의 변화로 잘 복원된 것을 나타낸다. 

 

그림1. 우회전 구간에서 각속도 변화 

 

 

그림 2. 과속방지턱을 넘는 구간에서 각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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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D 모션 효과 변환 

카메라 자체 운동 추정 단계를 통해 두 프레임 사이 

자체 운동, 즉, 선 속도 및 각 속도를 알 수 있다. 4D 모션 

효과 변환 단계에서는 이 속도 정보를 4D 장비의 모션 

효과, 즉, 4D 장비의 위치와 각도로 변환한다. 고전적인 

와시아웃 필터 알고리즘을 [5]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는 전문적이고 정확한 

비행이나 운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장비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장비이므로 roll 과 pitch 방향 회전과 

heave 방향 이동의 3 자유도만 재현이 가능하고 동작 

범위도 각 방향으로 ±3.1°, ±7.0°, ±2.5 cm 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3. 본 장비에 맞게 수정된 와시아웃 필터 알고리즘 

 

여기서 와시아웃 필터의 입력에 해당하는 카메라의 자체 

운동은 ax, ay, az, wp, wr, wy 로 각각 surge, sway, heave 

방향 가속도, pitch, roll, yaw 방향 각속도를 나타낸다. 본 

장비에서 yaw 방향 회전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wy 값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surge 와 sway 

방향으로도 선형 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각각 

pitch 와 roll 방향의 회전을 이용하여 재현해주었다. 4D 

장비의 각도 θ 가 매우 작다는 가정을 하면 그림 4와 같이 

원주의 길이 l과 수평 방향 이동 거리 x는 서로 거의 근사 

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수식이 성립한다. 

 

x ≈ l = rθ ∝ θ                  (3) 

 
그림 4. 4D 장비의 각도와 수평 방향 위치의 관계 

 

따라서 상수 배율을 곱해주면 선형 속도는 각속도로 

근사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3 에서 ax 와 ay 

는 한 번 적분하여 속도로 변환 한 후 미리 정해진 상수 cx, 

cy 를 곱하여 각각 wp, wr 과 더해주게 된다. 

4D 장비는 기본적으로 구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힘을 생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속도나 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재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를 구현히기 위해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고주파 대역의 값만 기기의 

구동 명령으로 변환되게 된다. 그림 3 에서 특이한 것은 ax 

를 로우패스 필터에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전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힘을 느끼게 해주는 틸트 

코오디네이션 (tilt coordina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6]. 한 방향으로 4D 장비를 기울인 상태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사람은 마치 해당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필터링 된 결과를 적분하여 pitch 와 

roll 방향 각도 값과 heave 방향 위치 값을 얻어 4D 

장비를 구동할 수 있다. 

 

4. 결론 

본 시스템을 통해 일인칭 시점의 영상을 분석하여 3자유도 

4D 모션 햅틱 효과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된 모션 햅틱 효과와 사람이 

직접 만든 효과를 비교하는 사용자 평가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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