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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ACQE를 이용한 주관적 평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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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주관적 3D quality of experience (QoE) 평가에적합한 IACQE (Interactive Assistance Continuous Quality

Evaluation)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크게 3D 평가 영상이 재생되는 디스플레이와 평가 도구사이의 device interaction,

평가 도구와 평가 참여자사이의 human interaction process로 구성된다. Device interaction process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

콜 (WLAN and WiFi)을 통해 3D 디스플레를 동작시키는 서버와 평가 도구 사이의 정확한 동기화 및 평가결과 기록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human interaction process는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tablet-pc의 촉각, 시각,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기존의

주관적 3D QoE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한다.

1. 서론

stereoscopic 및 auto-stereoscopic display 발달과 함께 3D 컨텐

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Hollywood는 제작하는 영화

에 3D 기술의 적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BSkyB's Premiere

League Soccer broadcast는 처음으로 NFL의 생방송을 3D로 실시하

였다. 이와같이 시장의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2D 영상과 마

찬가지로 3D 영상역시 고화질, 실감형영상등에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컨텐츠 차원의문제를 넘어서신제품 display 개발 및영

화관 구조 설계 등의 문제까지폭넓게 고려되고있다. 하지만 3D 영상

은 2D 영상과 달리 visual fatigue, visual discomfort 등의 신경학 측

면의 문제들이 화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왜곡들과 함께 시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3D quality of experience (QoE)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 이를 위해 다양한 휴먼 팩터들

과 연계된 3D video QoE의 정확한파악및 신뢰성 높은 측정 방법 등

의 연구가 시급하다[1][2].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는 visual discomfort는 사람들의

QoE를 저하시키는 요소이다. 특히 변이 (disparity) 크기가 과도하게

클경우, 인간의 accommodation 과 vergence response 사이에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visual fatigue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3D QoE 연구를 위해서는 주관

적 평가가 연계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하

여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3], 평가 기준, 평가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Jsselsteign는 처음으로 3D

sequence의 presence, depth and naturalness를 평가하는데 있어

single stimulus continuous quality evaluation (SSCQE)를 사용하였

으며[4],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double-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DSCQS)와 함께 연속적 평가 (continuous assessment) 방법이

3D QoE의 주관적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존의 주관적 2D 영상 평가에 사용하던 방법

들을 그대로 주관적 3D QoE 평가에 사용할 경우 한계가 분명히 있으

며, 3D display 방식, 2D 영상과는 다른 3D 영상의 특성 및 새로운 평

가환경등이고려된신뢰도높은주관적평가방법이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 3D QoE 평가에 적합한 IACQE (Interactive

Assistance Continuous Quality Evaluation)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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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그림 2. IACQE 구성도

2.1 Device Interaction Process

IACQE 방법을 사용하는 주관적 3D QoE 평가의 device

interaction process는 3D 디스플레이와 평가 도구 사이의 상호 작용

이다. 이는 그림 3 에서보는 것과 같이서버와평가도구 사이는 무선

통신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장거리 및 환경 구축이 용이한

WiFi (IEEE 802.11)와 근거리 통신에 특화된 Bluetooth (IEEE

802.15.1) 두가지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따라서통신 상황이나시청 거

리에 따라 두 가지 프로토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서버와 평가 도

구 사이의 interaction process가 진행된다.

그림 3. Device interaction process

이와같이 3D 디스플레이와연결된 서버와 tablet-pc 기반의평가

도구사이의상호작용이연속평가의특성상실시간으로진행되며, 이

는 주관적 3D QoE 평가 결과 분석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2 Human Interaction Process

IACQE 방법이 기존의주관적 평가 방법과구분되는가장중요한

차별점은 tablet-pc 기반의 평가 도구을 사용하는 데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연속적 평가 방법에서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 현상은 정확한

평가 결과 획득에 방해가 되며, 3D 영상의 특성상 현실감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평가 영상에 몰두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는 평가 결과

에 관심이 멀어지는 현상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IACQE 방법은그림 4 에서보는것과같이평가자가평가하는과

정에서 시각, 청각, 촉각 측면에서의자극을 줌으로써이러한문제점들

을 최소화 한다. 평가 도구로사용하는 tablet-pc에서 주기적으로깜빡

임, 경고음, 그리고 진동 동작을 수행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집

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랜덤한 시각에 깜빡임, 경고음, 그리

고 진동 동작의 주기를 짧게 하여 평가자가평가 영상에 몰두 하는현

상을 최소화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실시간 (매초)으로 평가하고

있는 QoE 점수를 tablet-pc에서 알려주어, 만약 평가영상에몰입하더

라도 현재 자신이 평가하고 있는 3D QoE 점수를 무의식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4. Human interaction process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 3D QoE 평가에 적합한 IACQE 방법을 제

안하였다. 기존의 2D 영상 평가에서 사용해오던 방식과달리 3D 디스

플레이, 컨텐츠, 그리고 평가자의평가 특성까지고려된 방법으로써평

가 도구와 디스플레이 사이의 device interaction, 평가자와 평가 도구

사이의 human interaction process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ACQE 방법은다양한 3D 디스플레이성능평가및 3D 컨텐

츠 제작 어플리케이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할 객

관적 3D QoE 예측 알고리즘 연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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