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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청자의 입체시 특성을 고려한 스테레오 비디오에서의 피로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피로도 예측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하여 입체 지각 능력의 그룹화를 수행하여, 그룹화 결과와 피로도

민감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대 시차, 시차 범위, 깊이영상의 움직임의 세 가지 피로 유발 요인들의 조합을

통해 시청자의 합성 능력에 따른 3차원 비디오 피로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결과로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측정하였

으며, 예측된 피로도와 주관적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80%와 79%의 높은 상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visual fatigue prediction metric which considers individual fusional characteristics for stereoscopic 
video. It predicts the visual fatigue level by examining the disparity and motion characteristics of 3D videos.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viewers into 2 groups according to fusional limit and the slope of fusional response which are acquired from random 
dot stereogram test. Then, Pearson's and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measured between the proposed metrics and the 
subjective results, acquiring 80% and 79%.  

Keyword : visual fatigue, stereoscopic video, stereoscopic fusion

 Ⅰ. 서 론

3차원 영상 처리 기술과 3차원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3차
원 영상 시장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으며 차세대 방송 기술

로 각광 받고 있다. 3D 영상 장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

만, 그 가운데 스테레오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다시점, 
홀로그래픽 등의 영상 장치들에 비해 3DTV의 첫 단계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크게 저변을 확대한 3D 영화

관과 3DTV을 통해 스테레오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3차원 영상의 시각 피로는 3D 시장의 성공

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시각 피로의

원인 중 대표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는 조절과 수렴의 불일

치로 인한 시각 피로는 [1]에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각적

피로는 수렴과 초점 거리의 불일치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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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소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과도한 시차, 수직 시차, 크
로스톡, 노이즈, 카메라의 비대칭 특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

3차원 합성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시차로 인하여 유발되

는 시각 피로는 여러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2][3]. 과도한 시차

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영상 제작자가 더욱 강한 3차원

효과를 주려는 의도 때문에 발생한다. Kooi는 공간 왜곡, 
특성 비대칭과 시차의 요인들을 조사하여 편안함 정도를

측정하였고 또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임계치를

제시하였다
[2]. 3D 컨소시엄은 편안한 3차원 콘텐츠 제작과

시청을 위한 시차의 임계치를 권고함으로써 시각적 피로를

방지하는 등의 3차원 영상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D 입체 방송 시청 시의

올바른 시청 환경 및 시청자 주의 사항, 적절한 콘텐츠의

사용, 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등을 정의하였다
[4].

또한 수직 시차가 시각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수직 시차는 키스톤 왜곡이 발생

되는 폭주식 카메라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행식 카메

라 와 폭주식 카메라의 비교를 위한 주관적 평가가 [5]과
[6]에서 연구 되었으며, 키스톤 왜곡에 의해 유발되는 수직

시차의 범위가 [7]에서 논의 되었다.
입체 지각 능력 또는 시각 피로 민감성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도 3D 영상의 시각 피로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안간 거리, 나이, 3D 영상에 대한 적응도 등에 따라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시각 피로를 쉽게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 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에서 3차원

인지 능력의 개인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3],[8]. 3D 컨

소시엄에서는 400명의 시청자의 합성 능력을 측정하여, 상
당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3]. 또한 [8]에서는 시

청자를 자유 합성 능력 여부에 따라 그룹으로 나눈 후 TV
시청 전후의 합성 능력의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였다. 
시각적 피로의 메커니즘은 아직 완벽히 밝혀진바 없지

만, 시각 피로 증상은 일반적으로 눈의 피로, 눈물, 안구의

압박감, 눈 주위의 통증, 눈을 깜박일 때의 불편함, 안구의

뜨거움, 초점 맞추기 어려움, 흐린시야, 굳은 어깨, 그리고

두통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3차원 피로감의 측정

방법에 대한 휴먼팩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0], 배경 뇌파

와 ERP 신호를 분석하여 시각 피로를객관적으로 평가 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11]. 본 연구실에서는 영상 분석을 통

해 스테레오 영상의 피로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다음과 같

이 진행하였다
[12][13]. 스테레오 정지 영상에서의 수평, 수직

시차량을추출하여 피로도를 예측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12], 2D-plus-깊이 비디오에서의 시공간적 특성을 측정하여

피로도를 예측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디오에서의 피로도 예측을 수

행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최대 시차, 시차 분포범위를

이용하여 정지 영상의 피로도를 예측하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깊이영상의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서 3차원 비디

오에 적용한다. 또한 피로도 예측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반

영하기 위하여 입체 지각 능력의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해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 (Random dot stereogram)
을 이용하여 증가하는 시차를 제시하면서 시청자의 최대

합성 시차와 합성 속도를 측정하였다. 선형 회귀를 사용하

여 최대 시차, 시차 범위, 깊이영상의 움직임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의 합성 능력에

따른 3차원 비디오 피로도를 예측한다. 피로도 예측 결과가

존재하면 그림 1과 같이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청 환경을

제시하거나, 깊이 조절을 수행하여 편안한 3차원 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피로도 예측 흐름도 및 응용 분야
Fig. 1. Flowchart and application of visual fatigue prediction

Ⅱ.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한 입체시
합성 능력 측정

입체시로 합성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로 시차의 합성 한

계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다. 합성 한계치를 측정하는 연

구로는 시차량을 가진 물체를 화면에 표시한 후 시청자의

합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으며 ITU-R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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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에서 제안되었다
[14]. 이 측정 방식에서는 직사각형의

막대를 좌우 영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 표시함으로서 시차

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배경과 전경의 콘트라스트로 인해

크로스톡과 이중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측정 방식

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랜덤 도

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하며, 입체시 합성 능력의 세부 특

성으로서 시차의 합성 한계치와 합성 반응 속도를 측정한

다. 여기서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은 랜덤한 점들을 배치

하여 좌우 영상을 만든 것이지만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혹

은 “매직아이 기법” 등을 이용하여 좌우안에 각각의 영상

을 분리하여 보여주게 되면 입체의 물체가 나타나는 영상

을말한다
[15].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하여 양안융

합 한계치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있으며
[16], 양안 합성 한계

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존재하여 공간빈

도, 시간빈도, 시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

여 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17][18].

제안 측정 방식에서 입체로 나타내는 물체는 “Landolt 
C” 패턴으로서링모양의 구조이지만 특정 방향에뚫린부

분이 있어서 알파벳 “C”와 유사한모양을 가지는패턴이다.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한 제안 측정 방식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a)에서는 “Landolt C” 패턴의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나타내었다. 지면상의 식별을 위해

패턴을 어두운색상으로 나타내었지만실제로는 구분이 되

지 않는 동일한 색상의 랜덤 도트를 사용한다. 그 후 그림

2 (b)와 같이 시차의 양을 점차늘리면서 입체시 합성 한계

치를 찾는다. 사용자는 입체시가 합성되는 즉시뚫린 부분

의 방향을 키보드로 입력해야 하며, 이 때 소요된 시간을

측정함으로서 제시된 시차에 따른 합성 반응 속도를 측정

하였다. 즉, 합성 시간이란회색화면을 시청하다가 제시된

랜덤닷스테레오그램에서 양안 합성을 하여 Landolt C 패
턴이 보이게 되면 이때의 방향을맞추는데걸린시간을말

한다.
실험의 설계 과정에서는 여러 요인을 바꾸어 가며 실험

을 진행하였고, 이 때 반복측정치의 결과가 가장 안정적인

측정 방식을선택하였다. 고려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시차

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합성이실패하는 한계점을 측정하였

으며, 합성이 되지 않는큰시차에서 시차를 점차 감소시키

면서 합성이 성공하는 한계점을 측정하였다. 또한 그림 2 
(c)와 같이배경에도 시차가 있을 때의 동일한실험을 수행

하였고, 배경 시차로는 0.5°, 0°, -0.5°일 때의 합성 능력을

측정하였다. 반복 실험 결과가 가장 안정적인 측정 방식은

시차를 증가 시키면서 합성이 실패하는 한계치를 찾고, 배

(a)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 생성 방법
(a) Generating a random dot stereogram

(b)  입체시 합성 능력 측정 실험
(b)  Fusional ability measurement

(c) 배경 시차가 있을 때의 입체시 합성 능력 측정 실험
(c) Fusional ability measurement with background disparity

그림 2.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한 입체시 합성 능력 측정
Fig. 2. Fusional ability measurement using random dot stereogram



334 방송공학회논문지 2011년 제16권 제2호

경 시차가 없을 때의실험이었으며, 이 방식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시청자에 따라 합성 한계점과 합성 반응 시간 데이터가

획득되며 합성 반응 속도는 시차, 시간 데이터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획득한다. 여기서 합성 한계점과 합성 반응 속도

를 통해 시각 피로 민감도에 대한 가설을 세울수 있다. 합
성 한계점을 초과하는 3D 비디오의 시차는 시각 피로와밀

접한 관계를 가지며, 움직임을 가지는 3D 물체는 입체 합성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 시각 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자의 입체시 특성에 따

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그룹의 분류가 피

로도 민감성과 관계가 있으며 피로도 예측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Ⅲ. 3D 비디오 피로도 예측 기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디오에서의 피로도 예측을 수

행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먼저 스테레오 비디오에서

시차 추정과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여 시차 지도와 움직임

지도를 획득한다. 이를 분석하여 최대 시차, 시차 분포 범

위, 깊이 영상의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 피로도 유발 요인을

추출한다. 이와 같은 피로도 요인들은 카메라 간 거리, 카메

라의 주시각, 주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 전경과 배경의

거리, 전경의 급격한 움직임 등의 촬영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함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청 거리, 디스플레

이의 해상도 및 크기 등의 시청 요소에도 영향을 받게 되

며, 특히 시청자의 안간 거리와 같은 개인차에 의해 피로도

체감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촬영된 3차원 비디오가 있을 때의 피로도

유발 요인을검출하기 위해 영상내의 시차/움직임을 분석

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다. 그림 3에서는 제안 피로도 유

발 요인인 최대 시차, 시차 분포범위를 디스플레이 장치를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최대 시차가 디스플레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시차의 분포범위가넓을수록, 돌출된 물

체의 움직임이 빠를수록피로도가 유발되는 특징을 이용하

여 피로도를 예측한다.

그림 3. 스테레오 영상의 최대 시차와 시차 분포 범위
Fig. 3. Maximum disparity and disparity range of stereoscopic video 

3D 비디오의 최대 시차는 시각 피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대 시차가클수록디스플레이로부터돌출되고

이에 따라 수렴과 조절의 불일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

의 식 (1)을 통해 영상의 최대 시차를 구한다. 식 (1)에서

Disp(f), fn, f1, f2은 각각 정렬된 시차, 영상 내의 픽셀 수, 
지정될 범위를 나타낸다. Disp(f)는 좌영상과 우영상에서

대응점을 찾는 시차 추정을 수행하여 획득된 2차원 시차

영상을 1차원으로 크기 정렬한것이다. 크기에 따라 시차를

정렬한 후 상위 0%에서 10%사이의 시차를 평균을 계산하

여, 현재 프레임의 최대 시차로 사용한다. 

  
  ×

 ×

 (1)

최대 시차가 동일하더라도, 배경 시차의 유무에 따라 발

생하는 피로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3D 비디오의

시차 분포범위를 식 (2)와 같이 측정한다. 시차의 분포범

위는 그림 3과 같이 최대 시차와 최소 시차의 차로 계산되

며, 식 (1)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식 (2)의 Disp(fn-f)가
최소 시차를 나타내고, 상위 90%에서 100% 사이의 시차의

평균을 계산한다.

  
  ×

 ×

  (2)

양안 합성 한계치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줄어들고, 
물체가 응시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더욱 줄어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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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중상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7]. 이에 따

라 깊이영상의 움직임 항목은 돌출된 물체의 움직임이 빠

를 경우에 높은값을, 반대의 경우에는낮은값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식 (3)과 같이 시차와 움직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3)에서의 T는 끊음 연산 (Truncation)을 실행

함으로서매우큰 값의 움직임이나 시차가 있을 때에도 인

지되는 피로도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시각 특성을 반영한다.

 


× (3)

식 (1)~(3)을 이용하여, 피로도를 유발하는 최대 시차, 시
차 범위, 깊이영상의 움직임을 3차원 비디오에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형회귀를 사용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된 피

로도 결과와 표준화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를얻을 수 있게 되며, 식 (4)와 (5)에 나타내었다. 식 (4)와
같이 피로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식 (5)에 따라 가중치벡터

a를 구하며, 벡터 a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성 능력이 좋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주관적 평가(Subg1, Subg2)를
각각 사용한다. 즉, 영상별 주관적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있어서 그룹에 따라 각각의 영상별 주관적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하면, 그룹 분류에 따라 2개의

주관적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2개의 가중치벡터가 계산되

고, 이것이 각각의 그룹별 피로도 예측에도 이용된다. 식
(4)에서 가중치벡터 a를 구하기 위하여 식 (5)를 사용하며, 
벡터 a가 구해진 이 후에는 새로운 영상이 입력되었을 때

획득했던 가중치를 곱하여 피로도를 예측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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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D 비디오 피로도 예측 기술

1. 3차원 비디오의 주관적 평가

실험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셔터안경 방식의삼성 55
인치 3DTV이며, 디스플레이 높이의 3배의 거리에앉아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정상적인 시력 (Visual 
acuity)과 입체 시력 (Stereoacuity)을 가진 평균 연령 26.2
세의 대학생 2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시청자는 무작위의 순서로 재생되는 영상을 시청한 후 영

상에서 느껴지는 피로도에 대하여 1(피로함)부터 5(편안함)
까지의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영상은

20초 간 재생하였으며, 영상의 사이에 7초 간의 회색화면

이 재생되는 동안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비디오로는 3D 
시험방송으로 방영된 1920×1080 해상도의 스테레오 비디

오에서 25개의클립을선택하였으며, 콘서트, 스포츠, 애니

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도록 구

성하였다
[19].

2. 합성 능력에 따른 그룹화

피로도 예측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입체

지각 능력의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랜덤 도트 스

테레오그램 (Random dot stereogram)을 이용하여 점차 증

가하는 시차를 제시하면서 시청자의 최대 합성 시차와 합

성 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넓은 범위의 개인차를

나타내었지만,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시

각 피로에 대한 민감도를 구분하였다. 최대 합성 시차와 합

성속도의속성을 가지고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 K-mean 군
집화 (Clustering) 알고리듬을 수행하였다. 군집화 결과 13
명의 시청자가 그룹 1에 포함되었으며, 7명의 시청자가 그

룹 2에포함되었다. 이는 35%에 가까운 시청자가 피로도에

민감한 시청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는 합성 한계와 합성 시간의 그래프를 각 그룹

별로 3명씩나타내었다. 그래프의 x축은 제시된 각도 시차

를 나타내며, y축은 합성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그룹1
과 그룹2를 비교하였을 때 그룹2의 시청자는 그룹1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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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비해 합성 한계가 낮고 합성 속도가 느림을 알 수 있

다. 합성속도는 단위 시차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클수록 합성 속도가 느리다. 실험자 20
명 전체에 대한 합성 능력의 그룹 별 비교를 표 1에 나타내

었다. 표 1에서도 그룹2가 낮은 합성 한계치와 느린 합성

속도를 가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체시 합성

능력에 개인차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3차원 비디오 피로

도 예측에 있어서도 그룹별 예측이 반드시필요하다. 합성

한계점을 초과하는 3D 비디오의 시차와, 빠른 움직임을 가

지는 3차원 물체는 입체 합성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 시각

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20]
에서 3차원 자극의 제시시의 수렴과 조절량을 측정한 그래

프에서찾아볼수 있다. 수렴과 조절의 불일치 상태에서 안

정 상태로 바뀌는 동안의 수렴과 조절, 동공 크기를 측정하

였으며 안정화에 이르는 동안큰동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성 시간이 빠른 시청자는 3차원 자극을 보았을 때 안정화

에 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피로도에 상대적으로 민감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성 능력과 피로도 민

감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은 합성 능력에 따라 그룹화를

수행한 후, 그룹간 피로도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

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수

행하였으며, 그룹1의 결과가 그룹2보다 0.113 높은 평균값

을 가지고 있으며, p-value는 0.096이므로 유의한 평균차이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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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룹1과 그룹2의 합성 한계치와 합성 시간 비교 그래프
Fig. 4. Fusional limit and fusion time of two groups 

표 1. 그룹 간 합성 능력 비교
TABLE I. Fusional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합성 한계치

(degree)
합성 속도

(sec/degree)
그룹 1 그룹 2 그룹 1 그룹 2

평균 1.893 0.552 0.695 3.328

최소값 0.676 0.483 0.063 2.447

최대값 3.859 0.676 1.324 5.091

3. 3차원 비디오의 피로도 예측 결과

3차원 비디오에서 최대 시차, 시차 분포 범위, 깊이영상

의 움직임을 추출하여 영상의 피로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피로도 예측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입체

지각 능력의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스테레오 영상에서의

움직임 및 시차 지도는 각각 블록 매칭 알고리듬과 동적

프로그래밍 (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하여 획득하였

다. 제안 알고리듬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21]의 알고리듬

을 사용하였다. 비교 알고리듬은 스테레오 영상의 편안함

과 영상내의 움직임 및 시차와의 상관도를 측정한 논문이

며, 피로도 예측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선형회

귀를 적용하도록변경하였다. 그림 5는두알고리듬의 피로

도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x축은 주관적 피로도를

나타내며, y축은 예측 피로도를 나타낸다. 제안 알고리듬이

산점도 (scatter plot)에서 선형으로 밀집된 데이터 분포를

가지며,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주관적 피로도와 예측 피로도의 피어슨 상관계수

와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각각 측정하여 동일한 결과를 확

인하였으며, 그룹 분리 미수행시의 제안 알고리듬의 성능

을 비교하여 합성 능력에 따른 3차원 비디오 피로도 예측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관적 피로도와 예측 피로

도가 상이한값을 가지는 경우의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최
대 시차, 시차 분포범위, 깊이영상의 움직임 이외에도 반복

되는 패턴이나 텍스쳐가 부족한 부분에서의 시차/움직임

추정의 에러, 화면의 가장자리에 돌출된 물체가 배치된 액

자 효과 (frame effect) 등의 피로 유발 요인들이 있음을 확

인하였지만, 대부분의 영상에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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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안 알고리듬의 피로도 예측 산점도 (b) 비교 알고리듬의 피로도 예측 산점도

그림 5. 제안 알고리듬과 비교 알고리듬의 피로도 예측 산점도
Fig. 5. Scatter plots of visual fatigue prediction

표 2. 제안 알고리듬의 상관계수 비교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visual fatigue prediction

제안 알고리듬
그룹 분리 미수행시의

제안 알고리듬
비교 알고리듬

Pearson
상관계수

80.4%** 77.1%** 73.4%**

Spearman
상관계수

79.2%** 78.3%** 72.3%**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디오에서의 피로도를 예측하

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피로도 예측에 있어서의 개인

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랜덤 도트 스테레오그램을 이용하여

입체 지각 능력의 개인차에 따른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그
리고 최대 시차, 시차 범위, 깊이영상의 움직임의 피로 유발

요인들의 조합을 통해 시청자의 합성 능력에 따른 3차원

비디오 피로도 예측을 수행하였고 주관적 평가 결과와 높

은 상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 한계치와 합성속도를 이용하여 3차원 인

지 능력을 평가하였지만, 피로도의 개인차를 위해 더 고려

해야할 사항이 존재한다. 3D를 적절히 인지하지못하는 사

람이 일부 존재하고, 나이에 따른 폭주 능력의 저하, 훈련에

따른 입체 시 합성 능력의 차이, 입체 영상이 유아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피로도의 정확한 측정 방법은 또

다른 연구 과제이다. 피로도가 누적되면 회복되는데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질 평가에서 사용되는 설

문 결과의 평균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EEG, 
fMRI 등의 생체 신호 분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밖에

피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발굴 및 요인 간 상호 작용, 
피로도의 객관적 측정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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